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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자는 항상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유의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가. 각종 고사 안내,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등록금 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결격(불합격)처리하거나 합격, 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다음 3쪽 참조) 

  나. 지원하는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을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자(학생부종합전형은 큰사람 

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에만 해당)

  다.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학생부종합전형은 큰사람 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에만 해당)

  라. 면접에 결시한 자

  마. 지정한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금(“0원” 고지서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자

  바.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정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 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추후에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아. 제출 서류의 주요사항 누락, 허위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 입학한 자

 ※ 위 “아”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아니함(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또한,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모집요강을 숙지하여 오류 없이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전형료가 결제되어야만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가 “0원”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도 전형료 결제 확인 버튼 클릭)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확인 후 전형료를 결제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본교에 원서를 접수하면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이를 입학처에 알려야 

합니다(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

4. 면접 관련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반 편성 공지 및 면접장소 안내’,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수험표 및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 중 1가지)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소지할 경우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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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접당일 교복착용은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본교의 공지가 없는 한 면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모든 

수험생은 면접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마.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소속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은 특성화캠퍼스(익산)에서 면접을 실시합

니다.

5. 실기고사 관련 유의사항
  예체능계 실기고사 응시 학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소지할 경우 실기고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6. 개인별 입학전형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이의신청 절차 안내 
  입학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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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금지
  가.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초과의 접수는 취소처리 되며 납부한 전형료는 전액 반환함

    1)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수시 6회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본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회, 학생부교과전형에서 1회, 총 2회 지원 가능함

  나.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 발표한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다. 전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사항 및 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2.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하여야 함

  나.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등록포기 신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웹 등록 포기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 처리함

(등록포기 신청 기간에 본인 또는 보호자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음)

  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

에만 등록(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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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1  전형요약

         모집시기 
구 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유형

  ◦큰사람 483명   ◦일반학생 1,464명

  ◦사회통합 11명   ◦지역인재 387명

  ◦국가보훈대상자 26명   ◦일반학생(예체능-실기) 71명

  ◦만학도 10명

  ◦농어촌학생 120명

  ◦기회균형선발 76명

  ◦특성화고졸재직자 96명

  ◦특성화고교졸업자 13명

  ◦특수교육대상자 14명

[ 849명] [ 1,922명 ]

전형
방법

1단계
  ◦서류평가 1,000점
    ※ 4배수 선발

  ◦학생부 1,000점
    ※ 일반학생(예체능) 별도

2단계
  ◦1단계 성적  700점
  ◦면접        300점

수능성적 반영

  ◦수능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단, 큰사람 전형 중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함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
    ※ 세부 사항은 39~42쪽 참조

 ◦수능시험은 모집단위별 반영 영역에 모두 
응시하여야 함(한국사 포함)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함

※ 본교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은 중복지원 가능(학생부종합전형에 1회, 학생부교과전형에 1회, 총 2회 지원 가능함) 

※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 미충원인원 →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 모집

   • (예외) 1. 만학도전형-생명자원융합학과(야간) 미충원인원 → 정시모집 만학도전형으로 이월

          2. 지역인재전형-의예과 미충원인원 → 정시모집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월

※ 수시모집 정원 외 미충원인원 → 정시모집 해당 전형으로 이월 모집

   • (예외) 특성화고졸재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미충원인원 → 정시모집으로 이월되지 않음

※ 본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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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접속폭주로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미리 접수하기 바람

※ 구비서류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구  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9.10.(금) 09:00 ～ 9.14.(화) 18:00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http://enter.jbnu.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

구비서류
제출

9.10.(금) 09:00 ~ 9.15.(수) 18:00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토, 일요일 제외)

구비서류
도착확인

9.17.(금) 15:00부터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개별통보 하지 않음
 

1단계
합격자발표

11.12.(금) 14:00 예정 해당 없음

면접

반 편성
공지

11.19.(금) 14:00 예정

해당 없음
예비
소집

11.25.(목)
오전반 08:30
오후반 13:30

 반 편성 공지 시 지정된 장소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
실시

11.25.(목)
오전반 09:00
오후반 14:00

실기
고사

예비
소집

해당 없음

11. 23.(화) 08:30  예술대학 소속학과 : 학과별 지정장소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실기
고사

11. 23.(화) 09:00  추후 공지

최초 합격자 발표 12.16.(목) 14:00 예정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 개별통보 하지 않음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등록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록버튼’ 
클릭(예치금 없음)

최초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12.17.(금) 09:00 ~ 12.20.(월) 16:00까지

충원 
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등록

1 차
발표 12.21.(화) 14:00 예정

등록 12.22.(수) 16:00 까지

2 차
발표 12.23.(목) 14:00 예정

등록 12.24.(금) 16:00 까지

3 차
발표

12.27.(월) 10:00 ~ 21:00
(개별 유선 통보)

등록 12.28.(화) 09:00∼16:00 까지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09:00 ~ 2. 11.(금) 17:00

 전북은행 및 농협 전 지점
 - 창구납부 (매일 16:00까지)
 - 가상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마감일 17:00까지)

http://enter.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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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경사항

1. 모집전형 변경

모집 시기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특기자전형(체육) 모집 폐지

2. 모집단위 신설

모집단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약학과 없음

전형구분 모집인원

수시(학생부교과) 일반학생 4명

수시(학생부교과) 지역인재 15명

수시(학생부종합) 큰사람 2명

정시㉯군 9명

합계 30명

3. 모집단위 및 세부전공 명칭 변경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글로벌융합대학

대학본부 공공인재학부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IT정보공학과 공과대학 IT지능정보공학과

예술대학 무용학과 발레.컨템포러리재즈 예술대학 무용학과 발레

4. 인문·자연계열 학생부 성적 반영교과 변경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한국사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주요 학과)

모집단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치의예과
수능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탐구
영역 2과목 평균 등급 소수점 이하 절사)
※ 일반학생 : 5등급, 지역인재 : 6등급, 큰사람 : 7등급

수학을 포함한 수능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탐구영역 2과목 평균 등급 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 일반학생 : 4등급, 지역인재 : 5등급, 큰사람 : 6등급

약학과 모집 인원 없음

수학을 포함한 수능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탐구영역 2과목 평균 등급 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 일반학생 : 6등급, 지역인재 : 7등급, 큰사람 : 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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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모집단위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일반학생전형 기준과 동일)

대학 모집단위 계열 지역인재 선발인원

대학본부 스마트팜학과 자연 3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 인문 6

간호대학 간호학과 자연 30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자연 7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자연 3

기계공학과 자연 9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자연 11

기계시스템공학부 자연 13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자연 7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자연 6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자연 5

컴퓨터공학부 자연 13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자원·에너지공학전공) 자연 7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자연 9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자연 6

화학공학부 자연 14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인문 3

농경제유통학부(식품경제학) 인문 3

식품공학과 자연 6

사범대학

교육학과 인문 2

국어교육과 인문 2

독어교육과 인문 2

영어교육과 인문 2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자연 2

수학교육과 자연 3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인문 3

사회학과 인문 4

신문방송학과 인문 3

심리학과 인문 3

정치외교학과 인문 6

행정학과 인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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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방법 일부 변경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제출 • 자기소개서 미제출

면접 방법

• 2개의 평가영역별 출제 문항에 대한 답변, 
1단계 평가 자료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종합평가

• 지원자별 개인면접 15분 내외 실시

• 1단계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

• 지원자별 개인면접 10분 내외 실시

대학 모집단위 계열 지역인재 선발인원

상과대학

경영학과 인문 17

회계학과 인문 9

경제학부 인문 11

무역학과 인문 12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자연 5

약학대학 약학과 자연 15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46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 5

문헌정보학과 인문 6

사학과 인문 7

스페인·중남미학과 인문 5

영어영문학과 인문 6

중어중문학과 인문 6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자연 9

치과대학 치의예과 자연 18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자연 11

총 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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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2022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

계열

수시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큰
사
람

고른기회

일반
학생

고른
기회

일반
학생
(예체능
- 실기)

고른기회

사회
통합

국가
보훈
대상
자

만
학
도

지역
인재

농어
촌학
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
자

전체 모집인원 　 483 11 26 10 1,464 387 71 120 76 96 13 14 2,771

본부
스마트팜학과 자연 3 1 14 3 21

합계 　 3 1 14 3 21

글로
벌융
합대
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인문 18 1 1 1 21
국제이공학부 자연 8 2 1 11
공공인재학부 인문 4 15 6 25

합계 　 30 1 18 6 1 1 57

간호
대학

간호학과** 자연 5 1 19 30 55
합계 　 5 1 19 30 55

공
과
대
학

건축공학과☆ 자연 7 17 7 2 2 1 36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고분자 나노공학)

자연 6 21 1 28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
(유기소재섬유공학)**

자연 5 18 3 1 1 28

기계공학과**☆ 자연 6 28 9 2 2 47

기계설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

자연 3 20 11 2 1 37

기계설계공학부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자연 2 15 1 18

기계시스템공학부☆ 자연 6 30 13 2 51
도시공학과 자연 2 1 11 1 1 16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자연 5 15 7 1 1 29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자연 3 15 6 1 1 26
소프트웨어공학과☆ 자연 3 1 13 2 1 12 32
신소재공학부
(금속시스템공학)**

자연 6 17 1 1 25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

자연 4 19 5 28

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공학)**

자연 5 22 27

양자시스템공학과 자연 2 7 1 10

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

자연 2 11 52 2 67

융합기술공학부
(IT응용시스템공학)☆

자연 4 15 1 1 21

전기공학과**☆ 자연 5 23 2 1 31
전자공학부**☆ 자연 3 1 2 95 2 1 1 105
컴퓨터공학부 자연 3 1 30 13 2 1 1 51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토목공학)**☆

자연 7 20 9 2 1 39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환경공학)**☆

자연 4 15 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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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

계열

수시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큰
사
람

고른기회

일반
학생

고른
기회

일반
학생
(예체능
- 실기)

고른기회

사회
통합

국가
보훈
대상
자

만
학
도

지역
인재

농어
촌학
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
자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자원 에너지공학)**

자연 3 15 7 1 1 27

항공우주공학과**☆ 자연 4 19 2 1 26
화학공학부☆ 자연 9 1 33 14 2 1 1 1 62
IT지능정보공학과☆ 자연 3 21 1 3 28

합계 　 112 2 5 565 110 34 23 64 5 2 922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

인문 4 1 6 3 2 1 17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

인문 3 1 6 3 1 14

농생물학과** 자연 4 16 1 21
동물생명공학과 자연 9 1 9 1 1 21
동물자원과학과** 자연 8 1 12 1 1 23
목재응용과학과** 자연 5 1 10 1 1 18
산림환경과학과** 자연 4 12 2 1 12 31
생명자원융합학과 자연 10 20 30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자연 5 12 1 1 1 20
생물환경화학과** 자연 7 13 2 1 23
식품공학과** 자연 7 1 15 6 2 31
원예학과 자연 9 9 2 1 1 22
작물생명과학과** 자연 5 15 1 1 1 23
조경학과 자연 3 1 8 1 1 14
지역건설공학과** 자연 6 12 2 1 1 22

합계 　 79 1 6 10 155 12 20 11 32 4 330

사
범
대
학

교육학과 인문 3 4 2 1 10
국어교육과 인문 3 5 2 2 12
독어교육과 인문 1 3 2 1 7
역사교육과 인문 2 4 1 7
영어교육과 인문 4 5 2 1 1 13
윤리교육과 인문 5 1 4 1 11
일반사회교육과 인문 2 4 1 7
지리교육과 인문 2 4 1 7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 자연 2 7 1 10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 자연 2 6 2 1 11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교육) 자연 5 5 1 11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 자연 5 5 1 11
수학교육과 자연 2 7 3 1 1 14
체육교육과 예체능 2 2

합계 　 38 1 63 13 14 4 133

사
회
과
학
대
학

사회복지학과 인문 7 7 3 1 1 1 20
사회학과** 인문 7 1 9 4 1 1 23
신문방송학과 인문 4 6 3 1 1 15
심리학과** 인문 5 1 7 3 1 1 18
정치외교학과** 인문 13 1 1 16 6 2 1 1 41
행정학과** 인문 3 1 1 16 6 2 2 31

합계 　 39 2 4 61 25 8 7 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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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

계열

수시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큰
사
람

고른기회

일반
학생

고른
기회

일반
학생
(예체능
- 실기)

고른기회

사회
통합

국가
보훈
대상
자

만
학
도

지역
인재

농어
촌학
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
자

상
과
대
학

경영학과** 인문 14 40 17 1 1 1 74

회계학과** 인문 6 1 20 9 1 1 1 39

경제학부** 인문 9 2 23 11 1 1 1 1 49

무역학과 인문 22 1 1 27 12 2 1 66

합계 　 51 2 3 110 49 5 4 3 1 228

생
활
과
학
대
학

아동학과 인문 4 1 9 1 1 16

식품영양학과** 자연 3 1 14 1 1 1 1 22

의류학과 자연 4 1 11 1 1 18

주거환경학과 자연 3 14 1 1 19

합계 　 14 1 2 48 4 4 1 1 75

수의
과
대학

수의예과 자연 2 25 5 32

합계 　 2 25 5 32

약학
대학

약학과 자연 2 4 15 3 24

합계 2 4 15 3 24

예
술
대
학

무용학과 　 13 13
(발레)예체능 2 2

(한국무용)예체능 5 5

(현대무용)예체능 6 6
미술학과** 　 32 32

(한국화)예체능 8 8
(서양화)예체능 8 8
(조소)예체능 8 8

(가구조형디자인)예체능 8 8
산업디자인학과** 　 8 8

(제품디자인)예체능 4 4
(시각영상디자인)예체능 4 4

음악과** 　
(작곡)예체능
(성악)예체능

(피아노)예체능
(관악)예체능
(현악)예체능

한국음악학과 　 26 26
(작곡·이론)예체능 3 3
(성악·타악)예체능 6 6

(관악)예체능 8 8
(현악)예체능 9 9

합계 　 8 71 79

의과
대학

의예과 자연 9 29 46 84

합계 　 9 29 4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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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2) ☆표시 학부(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84쪽 참조

3)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 · 인증

  ① 간호학과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2019. 12. 12 ~ 2024. 12. 11.)인증 획득 

  ② 의예과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6년(2021. 3. 1. ~ 2027. 2. 28.)인증 획득

  ③ 치의예과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6년(2021. 3. 1. ~ 2027. 2. 28.)인증 획득

4) 상과대학 경영학과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경영교육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5) **표시 학부(과)는 2022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임, 자세한 사항은 85쪽 참조

6) ◉ 표시 학과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행복창업 PLAN : program for leader of 

agricultural venture)으로 축산 및 원예 분야의 학생 선발 후 실습 및 현장 실무 지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진행 교육사업 대상학과임(영농 취업·창업 또는 후계자 우대/재학기간 동안 1인당 2,000만원 내외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여 및 해외 선진지역 실습 기회 지원) (문의 063-219-5570)

7) 상기 모집단위 중 “○○학부(○○)”은 학부 내에 개설된 전공별로 모집하며, 입학 후에 해당 전공을 변경할 수 없음

2022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

계열

수시모집

합계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큰
사
람

고른기회

일반
학생

고른
기회

일반
학생
(예체능
- 실기)

고른기회

사회
통합

국가
보훈
대상
자

만
학
도

지역
인재

농어
촌학
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
자

인
문
대
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문 4 11 2 17
국어국문학과** 인문 3 11 5 2 1 22
독일학과** 인문 3 16 2 1 1 23
문헌정보학과** 인문 3 14 6 2 25
사학과** 인문 4 15 7 2 28
스페인·중남미학과** 인문 4 10 5 1 1 2 23
영어영문학과** 인문 7 15 6 2 1 31
일본학과 인문 4 14 1 1 20
중어중문학과** 인문 7 13 6 2 1 29
철학과** 인문 4 16 2 22
프랑스·아프리카학과 인문 6 19 1 1 2 29

합계 　 49 154 35 19 7 5 269

자
연
과
학
대
학

과학학과 자연 3 1 6 1 1 2 14
물리학과** 자연 2 18 1 1 22
반도체과학기술학과 자연 4 15 1 20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 자연 4 17 1 1 23

생명과학부(생명과학)** 자연 4 16 1 1 22
수학과** 자연 3 1 14 1 1 20
지구환경과학과 자연 4 14 1 1 20
통계학과 자연 4 17 1 1 23
화학과** 자연 4 21 9 2 1 37
스포츠과학과 자연 1 1 2

합계 　 32 1 1 138 9 11 9 2 203

치과
대학

치의예과 자연 2 6 18 26
합계 　 2 6 18 26

환경
생명
자원
대학

생명공학부 자연 7 1 1 25 11 2 1 1 49
한약자원학과 자연 5 1 7 1 1 15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자연 4 15 1 1 21

합계 　 16 1 2 47 11 4 3 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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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모집단위〔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및 농생대 산림환경과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만학도(생명자원융합학과)수업은 평일 야간과 주말(토요일)에 실시

9)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별도계획에 따라 시행함

10) 캠퍼스 관련 유의사항

  ①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은 우리 대학교 특성화캠퍼스(익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② 공과대학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모집단위 해당 전형 합격자 전공수업

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1~4학년 : 새만금 ‘전북대학교 프런티어 캠퍼스’

일반학생 전형
1~2학년 : 전주캠퍼스
3~4학년 : 새만금 ‘전북대학교 프런티어 캠퍼스‘

  ③ 대학 소재지 현황

대학 및 모집단위 캠퍼스명 소재지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전주캠퍼스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특성화캠퍼스  54596,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

 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

프런티어캠퍼스  54001,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 캠퍼스관 413호

   ※ 특성화캠퍼스 및 프런티어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등이 소재하는 

캠퍼스임

   ※ 수의예과 1학년은 전주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수학하고, 수의예과 2학년은 전주캠퍼스에서 교양과목과 

기초필수 과목을 수학하되, 실험 실습과목은 주 1회 특성화캠퍼스에서 수강할 예정임

   ※ 전주⇔특성화(익산)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행

   ※ 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소속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은 특성화캠퍼스(익산)에서 면접 실시

￭ 학부의 개설 전공 현황

대학 모집단위 개설전공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지미카터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

 국제이공학부  엔지니어링사이언스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응용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헬스케어기기공학, 헬스케어정보공학

 전자공학부  나노전자공학, 제어로봇공학, 정보통신공학, 융합IT공학, 창의융·복합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화학공학부  나노화학공학, 생명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상과대학  경제학부  경제학, 금융·정보경제학

환경생명자원대학  생명공학부  생명자원소재공학, 환경생명공학

※ 모집단위 중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선택(배정)은 교육여건(교수, 교육시설 등)에 따라 조정·배정될 수 있음(희망자가 

많은 전공은 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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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사항

1  전형 방법

가. 전형 방법 : 단계별 전형

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① 1단계 : 1,000점 (서류평가 100%)

   ② 2단계 : 1,000점 (1단계점수 70% + 면접 30%)

 

전형방법 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서류평가 면접 계

단계별
전형

1단계 4배수
1,000점
(100%)

-
1,000점
(100%)

일부 적용
(큰사람전형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2단계 1배수

700점
(70%)

300점
(30%)

1,000점
(100%)

2  평가 방법

가. 서류평가

   ① 평가 대상 : 지원자 전체(지원자격 부적격자 제외)

   ② 선발 인원 : 모집인원의 4배수(동점자 모두 선발)

   ③ 평가 방법 : 지원자 1인에 대해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 종합 평가

   ④ 평가 영역

 ※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별도(30쪽 참조)

평가 영역
(반영 비율)

평가항목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반영 항목

인성 및 사회성
(20%)

§ 책임감 및 성실성
§ 나눔과 배려
§ 리더십 등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

(40%)

• 학업성취도 및 학업성적 추이
• 전공 관련 활동 및 경험
•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성장 및 발전가능성

(40%)

§ 자기주도성
§ 탐구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
§ 문제해결능력 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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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

  ① 평가 대상 : 1단계 합격자 전체

  ② 선발 인원 : 모집인원의 1배수(동점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

  ③ 평가 방법 : 지원자 1인에 대해 3인의 면접 위원이 1단계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약 10분 내외로 평가 실시

  ④ 일시

    - 면접일시 : 2021. 11. 25(목) 오전반 09:00~/오후반 14:00~

    - 예비소집 : 2021. 11. 25(목) 오전반 08:30~/오후반 13:30~

     ※ 반편성 공지 : 2021. 11. 19(금) 14:00 예정,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에서 조회

  ⑤ 평가 영역

평가 영역
(반영 비율)

하위요소 평가지표

인성 및 사회성

(30%)

• 봉사정신 및 사회성

• 성실성 및 책임감

• 태도

봉사활동의 자발성, 지속성, 생활화의 정도는 어떠한가?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과제나 목표에 협력하며,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가?

면접과정에서 지원자로서 자세는 어떠한가?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70%)

§ 종합적 사고력 
§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흥미 
§ 학업 및 진로계획
§ 도전 및 모험정신

면접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표현하고 있는가?

지원동기가 분명하고, 지원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학업 및 진로계획이 구체적이며,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진로를 개척하려는 도전의식과 모험정신을 갖추고 있는가?

※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별도(30쪽 참조)

  ⑥ 유의사항

     - 면접에 불참하거나 부정행위(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지)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수험생은 본인이 배정된 면접조를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여야 함(면접조는 변경 불가)

     - 수험생은 모집단위별 지정장소에 지정된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실에 

입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중 1가

지)과 수험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수험생은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당일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 등은 금지함

     - 지원자가 면접 시 본인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및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

한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함 

     - 면접실 및 대기실에서 진행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합격 사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글로벌융합대학(국제인문사회학부, 국제이공학부)는 전공특성상 면접시 영어 질문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특정 모집단위의 경우 면접 진행 시 녹화·녹음이 이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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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점자 선발 기준

  1) 1단계 : 동점자 모두 선발

  2) 2단계

    ① 1순위 : 2단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2순위 : 1단계 점수가 높은 자

    ③ 3순위 : 2단계(면접)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평가영역 점수가 높은 자

    ④ 4순위 : 1단계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가 높은 자

   ※ 위 동점자 처리 기준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선발함

   ※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별도(30쪽 참조)

3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대상 모집단위 : 큰사람전형의 간호학과, 수의예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나. 2022학년도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며 모집단위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함

다.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수능 영역을 하나라도 미응시한 자와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한국사 응시 필수)

  

모집
단위

반영영역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사회 과학

간호학과 ○ ○ ○ ○ ○ ○ ○
3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
(수학 선택과목 미지정, 사회/과학탐구 중 2과목)

탐구 2과목 
평균
절사하지 
않음

수의예과 ○ ○ ○ ○ ○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수학 기하/미적분 택1, 과학탐구 2과목)

탐구 2과목 
평균
절사하지 
않음

약학과 ○ ○ ○ ○ ○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수학 기하/미적분 택1, 과학탐구 2과목)

탐구 2과목 
평균
절사하지 
않음

의예과 ○ ○ ○ ○ ○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수학 기하/미적분 택1, 과학탐구 2과목)

탐구 2과목 
평균
절사함

치의예과 ○ ○ ○ ○ ○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수학 기하/미적분 택1, 과학탐구 2과목)

탐구 2과목 
평균
절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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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단위별 전공 관련 참고 교과

※ 전공 관련 참고 교과의 이수여부 및 실적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전공 관련 참고 교과 중 사회 및 과학 교과 현황

사회 과학

 ▪사회1 : 역사 관련 교과목
 ▪사회2 : 일반사회 관련 교과목
 ▪사회3 : 지리 관련 교과목
 ▪사회4 : 도덕 및 윤리 관련 교과목

 ▪과학1 : 물리 관련 교과목
 ▪과학2 : 화학 관련 교과목
 ▪과학3 : 생명과학 관련 교과목
 ▪과학4 : 지구과학 관련 교과목

대학별 모집단위
전공 관련 
참고 교과

대학별 모집단위
전공 관련 
참고 교과

본부 스마트팜학과 수학 과학1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산림환경과학과 영어 과학3

글로벌
융합
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영어 사회2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수학 과학1

국제이공학부 수학 과학1 생물환경화학과 영어 과학2

식품공학과 영어 과학2공공인재학부 국어 사회2

원예학과 영어 과학3
간호
대학

간호학과 영어 과학3 작물생명과학과 과학2 과학3

조경학과 영어 과학3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영어 수학

지역건설공학과 영어 수학고분자나노공학부(고분자·나노공학) 영어 과학2

사범
대학

교육학과 국어 영어고분자나노공학부(유기소재섬유공
학) 수학 과학2

국어교육과 국어 -
기계공학과 수학 과학1

독어교육과 국어 영어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 영어 수학
기계설계공학부(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 영어 수학 역사교육과 사회1 사회2　

기계시스템공학부 수학 과학1 영어교육과 국어 영어

도시공학과 수학 영어 윤리교육과 사회4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수학 과학1 일반사회교육과 사회2 사회1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영어 수학 지리교육과 사회3 사회1
소프트웨어공학과 영어 수학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 수학 과학1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 과학1 과학2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 과학2 과학3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 과학1 과학2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교육) 과학4 -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 과학1 과학2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 수학 과학2
양자시스템공학과 수학 과학1

수학교육과 수학 -
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 수학 과학1

체육교육과 체육 -
융합기술공학부(IT응용시스템공학) 과학1 과학2 사회

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1 사회2전기공학과 수학 과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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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모집단위
전공 관련 
참고 교과

대학별 모집단위
전공 관련 
참고 교과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영어 사회2

공과
대학

전자공학부 수학 과학1
신문방송학과 국어 사회2

컴퓨터공학부 영어 수학
심리학과 국어 영어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 수학 과학1
정치외교학과 영어 사회2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 수학 과학2
행정학과 영어 사회2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 과학1 과학2

상과
대학

경영학과 영어 수학
항공우주공학과 수학 과학1

회계학과 영어 수학
화학공학부 수학 과학2

경제학부 영어 수학
IT지능정보공학과 영어 수학 무역학과 영어 사회2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 영어 사회2
생활
과학
대학

아동학과 영어 사회1　

식품영양학과 과학2 과학3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 영어 사회2

의류학과 영어 사회1
농생물학과 영어 과학3 주거환경학과 영어 수학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영어 과학3동물생명공학과 과학2 과학3

동물자원과학과 과학2 과학3
약학
대학

약학과 과학2 과학3목재응용과학과 영어 과학2

인문
대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사회1 사회2

자연
과학
대학

과학학과 영어 수학

물리학과 수학 과학1
국어국문학과 국어 영어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과학1 -
독일학과 독일어 사회2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 과학3 -

문헌정보학과 영어 - 생명과학부(생명과학) 영어 과학3

수학과 영어 수학
사학과 사회1 사회2

지구환경과학과 과학4 -
스페인·중남미학과 영어 스페인어

통계학과 영어 수학

영어영문학과 국어 영어 화학과 과학2 -

스포츠과학과 과학3 사회2
일본학과 영어 일본어

치과
대학

치의예과 수학 과학3중어중문학과 중국어 영어

철학과 국어 사회4
환경
생명
자원
대학

생명공학부 과학2 과학3

프랑스·아프리카학과 영어 프랑스어
한약자원학과 과학2 과학3

의과
대학

의예과 영어 수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영어 과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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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명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출신자

국외고
졸업(예정)자

큰사람 학교생활기록부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사회통합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자격 증빙 서류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격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격 증빙 서류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원불가 지원불가

농어촌학생 지원불가 지원불가

기회균형선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격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격 증빙 서류

특성화고졸재직자 지원불가 지원불가

특성화고교졸업자 지원불가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격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지원자격 증빙 서류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 해당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검정고시출신자 및 국외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선택 제출
※ 세부 사항은 각 전형별 안내를 반드시 참고할 것



20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

1  큰사람 전형

 가.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나. 제출서류

  (1) 공통

 (2) 제출 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하여 제출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비동의)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이전 합격자
▪2021년 2회차 합격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④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단, 원서접수 당시 고교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Diploma),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는 제외

  ※ 제출기한 : 2022. 2.2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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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통합 전형

가.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5개 학기 이상의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가정자녀 : ① 친부모 중 한 명이 결혼이민자이며 그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가정의 자녀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 또는 친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② 친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인 가정의 자녀

  ※ ①, ②호에 해당되었다가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국적자였던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함(친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자녀 : 원서접수일 마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의 친생자 

또는 친양자 (단,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 관계는 지원자가 고교입학일 이전에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장기복무부사관자녀 : 부 또는 모가 20년 이상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전역자 제외)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생활자 : ①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아동

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②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ㆍ허가된 곳)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 이상 재원 중인 자 

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비동의)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이전 합격자
▪2021년 2회차 합격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④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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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다문화가정자녀

▪부ž모ž지원자의 기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부모의 혼인일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 

▪귀화자 : 기본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사본) 또는 제적등본

다자녀가구자녀 ▪지원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장기복무부사관자녀
▪부 또는 모의 복무확인서(부사관 임관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생활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증명서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단, 원서접수 당시 고교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Diploma),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는 제외

  ※ 제출기한 : 2022. 2. 2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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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가. 지원자격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생부 성

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전형료 전액을 면제함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및 외손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18호 

(단, 제10호 제외)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29호]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비동의)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이전 합격자

▪2021년 2회차 합격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④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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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당전형
지원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입

학처로 제출해야 함

  ※ 단, 원서접수 당시 고교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

업장(Diploma),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재외공관 확인

을 받아 제출한 자는 제외

  ※ 제출기한 : 2022. 2. 2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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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학도 전형

 가.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하고 연령이 만 30세(22. 

3. 1. 기준) 이상인 자

 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당 전형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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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학생 전형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해당되는 자

• Ⅰ유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본인 모두가 농·어촌 또

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Ⅱ유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

학기간 중(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

지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지원자격 유의사항

      ① 입학당시는 농·어촌 소재 초·중·고교였으나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해당학교 재학 기간 중 당해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②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거주지 및 학교)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③ 농·어촌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입학시점 

기준)는 제외함

      ④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등본 상 단 하루라도 전출(농·어촌 지역 이탈)이 있는 경우, 직권말소 또는 

신고 말소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⑤ 농어촌학생전형 재학 및 거주기간 등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⑥ 재학 중 법률상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 이후의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유 사유 발생 이후 거주요건 판단기준

부모 모두 사망(실종)  ▪지원자

부모 일방 사망(실종)  ▪사망(실종) 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또는 친권자(또는 양육권자)와 지원자

부모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 또는 친권자(또는 양육권자)와 지원자

재혼
 ▪중학교 입학 이전 재혼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와 지원자
 ▪중·고교 재학 중 재혼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와 지원자

입양자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친권과 양육권 경합 시 양육권(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인정)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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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Ⅰ유형

①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
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직인날인필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④ 지원자 본인,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변동사항 명기)

 ※ 예외적용자
▪부모사망 : 2008. 1. 1.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2008. 1. 1.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상세)
            재학 중 부모 사망 시 추가 제출 서류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이혼·재혼 : 혼인관계증명서 및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입양/친양자입양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Ⅱ유형

①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
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직인날인필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③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직인날인필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④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명기)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4) 최종 등록자의 추가제출 서류

구분 지원자격 적격심사 추가 제출서류 비고

Ⅰ유형 ▪지원자 본인,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부
2022년 졸업예정자만 해당
2022.2.25.(금)까지 제출

Ⅱ유형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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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회균형선발 전형

가.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5개 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전형료 전액을 면제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차

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 가구(차

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비동의)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이전 합격자
▪2021년 2회차 합격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④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

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입학
처로 제출해야 함

  ※ 단, 원서접수 당시 고교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장(Diploma),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재외공관 확인을 받
아 제출한 자는 제외

  ※ 제출기한 : 2022. 2.2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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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격 증빙서류

유형 지원자격 증빙서류 발급기관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지원자 기준으
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
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
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장애인연금·(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

급자 확인서 1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자활근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정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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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가.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2022. 3. 1. 기준) 이

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 2022. 3. 1.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재직여부와 관계없음 

  ※ 재직기간 3년 이상은 1년을 365일로 산정하여 재직기간이 1,095일(365일×3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 산업체 인정 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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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자영업자 및 창업자 포함)

     -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체 종사자(자영업, 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

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허가증명서, 영농사

실확인원 등) 확인을 통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재직기간 산정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산정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

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 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군경력(『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현역ㆍ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함

     * 합산방법 : 각각의 경력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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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산업체 재직자

▪재직증명서(경력사항 기재)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중 1부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납세사실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

▪농지원부, 영농사실 확인서(읍, 면, 동장 직인날인) 등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1부

  ※ 농지원부 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확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4) 최종등록자의 추가 제출서류 

구분 지원자격 적격심사 추가 제출서류 비고

산업체 재직자 재직증명서 1부

22.03.01 기준 재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2.03.04(금)까지 제출자영업자 등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
인서, 어업인허가증명서, 영농사실확인원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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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1) 서류평가

   ① 평가 대상 : 지원자 전체(지원자격 부적격자 제외)

   ② 선발 인원 : 모집인원의 4배수(동점자 모두 선발)

   ③ 평가 방법 : 지원자 1인에 대해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평가 기

준에 따라 정성 종합 평가

   ④ 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항목

인성 · 가치관
▪ 봉사활동(배려ž나눔) 및 선ž효행
▪ 리더로서 활동경험과 역량(협력ž갈등관리)
▪ 성실성 및 책임감

성장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 직무능력 및 향후 전문가로의 발전가능성
▪ 산업체 근무경력

학업의지 및 전공적합성
▪ 고교 전공 및 현 재직분야
▪ 학업성취도 및 성적변동 추이(이수시간 포함) 등

   

(2) 면접

  ① 평가 대상 : 1단계 합격자 전체

  ② 선발 인원 : 모집인원의 1배수(동점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

  ③ 평가 방법 : 지원자 1인에 대해 3인의 면접 위원이 1단계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약 10분 내외로 평가 실시

  ④ 일시

    - 면접일시 : 2021.11.25(목) 오전반 09:00~/오후반 14:00~

    - 예비소집 : 2021.11.25(목) 오전반 08:30~/오후반 13:30~

     ※ 반편성 공지 : 2021. 11. 19(금) 14:00 예정,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

에서 조회

  ⑤ 평가 영역

     

평가 영역 평가항목

인성 ·가치관
▪ 봉사정신, 책임감 및 성실성
▪ 사회성 및 리더십
▪ 예의 및 태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 산업체 근무경력 및 업적
▪ 학업 및 진로계획
▪ 향후 전문가로의 발전가능성

학업의지 및 전공적합성
▪ 지원동기 및 학업의지
▪ 고교전공, 재직분야와 지원학과의 연계성
▪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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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유의사항

     - 면접에 불참하거나 부정행위(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지)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수험생은 본인이 배정된 면접조를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여야 함(면접조는 변경 

불가)

     - 수험생은 모집단위별 지정장소에 지정된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실에 입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있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중 1가지)과 수험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수험생은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당일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 등은 금지함

     - 지원자가 면접 시 본인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및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

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함 

     - 면접실 및 대기실에서 진행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합격 사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동점자 선발 기준

  1) 1단계 : 동점자 모두 선발

  2) 2단계

    ① 1순위 :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2순위 : 1단계 점수가 높은 자

    ③ 3순위 : 재직기간 및 경력이 우수한 자

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원 외 소계 합계

공과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야간 및 주말 과정)

12명 12명

96명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야간 및 주말 과정)

52명 52명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과
(야간 및 주말 과정)

12명 12명

생명자원융합학과
(야간 및 주말 과정)

20명 20명

※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모집단위〔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및 농생대 산림환경과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만학도 전형 모집단위(생명자원융합학과) 수업은 평일 야간과 주말(토요일)에 실시

※ 캠퍼스 관련 유의사항 [공과대학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

 

모집단위 해당 전형 합격자 전공수업

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1~4학년 : 새만금 “전북대학교 프런티어 캠퍼스”

일반학생 전형
1~2학년 : 전주캠퍼스
3~4학년 : 새만금 “전북대학교 프런티어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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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를 졸업(예정)한 자

• 우리 대학교에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한 기준학과와 일치하는 특성화고 해당 

학과를 졸업(예정)하였거나,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우리 대학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다고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① 종합고에서 특성화 학과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②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및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됨

     ③ 기준학과 일치여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와 우

리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모집단위별 기준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함

 

 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당전형
지원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확인서 1부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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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동일계 인정 기준학과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동일계 인정 기준학과

공과
대학

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
2

기계과, 자동차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농업기계과, 조선과, 항

공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통

신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

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전자공학부 1
전기과, 전자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기계과, 자동차과, 항공과, 전자기계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전자통신과

컴퓨터공학부 1

경영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전자기계과, 전자과, 

전자상거래과, 자동차과, 정보처리과, 전자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해양정보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문화컨텐츠과

화학공학부 1 섬유과, 식품공업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공업화학과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
기계과, 농업기계과, 자동차과, 전자기계과, 냉동공조과, 전기과, 컴퓨터응용과

조선과, 항공과

원예학과 1 원예과, 산림자원과, 생물공학과, 생물공학기술과, 식물자원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작물생명과학과 1
농업과, 원예과, 환경보건과, 식품가공과, 식물자원과, 생물공학기술과 

환경・관광농업과

지역건설공학과 1
건축과, 농업토목과, 토목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기계과, 컴퓨터응용과

건축시공과, 정보컴퓨터과

상과
대학

경영학과 1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관광경영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회

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회계학과 1
재무회계과, 금융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정보처리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과

경제학부 1
재무회계과, 금융과,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관광경영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

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생활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1
조리·식음료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조리과(서양조리, 제과‧제빵, 한국조리), 

조리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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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

당되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전형료 전액을 면제함

 나.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 유형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직인날인필,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1부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
공 동의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지원자격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성적자료 온라인제
공 비동의)

▪검정고시 2015년 1회차 이전 합격자
▪2021년 2회차 합격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④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선택)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지원자격 증빙서류
 ※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입학
처로 제출해야 함

  ※ 단, 원서접수 당시 고교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장(Diploma),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재외공관 확인을 받
아 제출한 자는 제외

  ※ 제출기한 : 2022. 2.25(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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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증빙서류

구분 지원자격 증빙서류

해당전형
지원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3) 제출방법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동봉

  ②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③ 제출 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④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⑤ 제출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2층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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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생부교과전형 공통 사항

1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유형 선발모형
모집인원 대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실질반영비율, %)

학생부 실기고사 수능성적 합계

일반학생, 지역인재 일괄합산 100%
1,000
(100)

- 최저학력기준 적용
1,000
(100)

일반학생
(예체능-무용, 미술, 
한국음악)

일괄합산 100%
300
(8)

700
(92)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미술학과-

가구조형디자인만 적용)

1,000
(100)

※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별도 붙임자료 참조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반영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을 하나라도 미응시한 자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단, 해당모집단위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2  공통 지원 자격

  가.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44쪽 참조)을 모두 응시한 자

  나. 단,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함

3  공통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제출대상 :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자, 2013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 제출요령 : 발급학교(기관)장 직인으로 원본대조 필할 것 

    ※ 추가 제출서류는 전형유형별로 명시하며(49~50쪽 참조), 모든 증명서(확인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단, 모집요강 상에 사본 제출로 명기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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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음영처리된 모집단위의 경우 43쪽 별도기준 설정 현황 참조

대 학 별
모 집 단 위

계열

정원 내

합계
일반학생 지역인재 일반학생

(예체능-실기)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전체 모집인원 1,464 387 71 1,922

본부
스마트팜학과 인문 14 13 3 13 17

합 계 　 14 3 17

글로벌
융합
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인문 1 9 1

국제이공학부 자연 2 9 2

공공인재학부 인문 15 8 6 8 21

합 계 　 18 6 24

간호
대학

간호학과 자연 19 9 30 9 49

합 계 　 19 30 49

공
과
대
학

건축공학과 자연 17 13 7 13 24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고분자 나노공학전공) 자연 21 12 21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자연 18 12 3 12 21

기계공학과 자연 28 11 9 11 37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자연 20 11 11 11 31

기계설계공학부(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전공) 자연 15 12 15

기계시스템공학부 자연 30 12 13 12 43

도시공학과 자연 11 13 11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자연 15 12 7 12 22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자연 15 12 6 12 21

소프트웨어공학과 자연 13 11 13

신소재공학부(금속시스템공학전공) 자연 17 12 17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자연 19 12 5 12 24

신소재공학부(정보소재공학전공) 자연 22 12 22

양자시스템공학과 자연 7 13 7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전공) 자연 11 13 11

융합기술공학부(IT응용시스템공학전공) 자연 15 13 15

전기공학과 자연 23 12 23

전자공학부 자연 95 12 95

컴퓨터공학부 자연 30 12 13 12 43

토목/환경/자원 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전공) 자연 20 13 9 13 29

토목/환경/자원 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전공) 자연 15 13 6 13 21

토목/환경/자원 에너지공학부(자원 에너지공학전공) 자연 15 13 7 13 22

항공우주공학과 자연 19 12 19

화학공학부 자연 33 11 14 11 47

IT지능정보공학과 자연 21 11(12) 21

합 계 　 565 110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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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별
모 집 단 위 계열

정원 내

합계
일반학생 지역인재 일반학생

(예체능-실기)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농경제유통학부(농업경제학전공) 인문 6 10 3 10 9

농경제유통학부(식품유통학전공) 인문 6 10 3 10 9

농생물학과 자연 16 13 16

동물생명공학과 자연 9 13 9

동물자원과학과 자연 12 13 12

목재응용과학과 자연 10 13 10

산림환경과학과 자연 12 12 12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자연 12 13 12

생물환경화학과 자연 13 12 13

식품공학과 자연 15 13 6 13 21

원예학과 자연 9 12 9

작물생명과학과 자연 15 13 15

조경학과 자연 8 12 8

지역건설공학과 자연 12 13 12

합 계 　 155 12 167

사
범
대
학

교육학과 인문 4 10 2 10 6

국어교육과 인문 5 7 2 7 7

독어교육과 인문 3 10 2 10 5

역사교육과 인문 4 10 4

영어교육과 인문 5 7 2 7 7

윤리교육과 인문 4 10 4

일반사회교육과 인문 4 10 4

지리교육과 인문 4 10 4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자연 7 12 7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자연 6 10 2 10 8

과학교육학부(지구과학교육전공) 자연 5 11 5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전공) 자연 5 12 5

수학교육과 자연 7 7 3 7 10

합 계 　 63 13 76

사
회
과
학
대
학

사회복지학과 인문 7 10 3 10 10

사회학과 인문 9 10 4 10 13

신문방송학과 인문 6 10 3 10 9

심리학과 인문 7 9 3 9 10

정치외교학과 인문 16 10 6 10 22

행정학과 인문 16 9 6 9 22

합 계 　 61 25 86

상
과
대
학

경영학과 인문 40 10 17 10 57

회계학과 인문 20 10 9 10 29

경제학부 인문 23 10 11 10 34

무역학과 인문 27 10 12 10 39

합 계 　 110 49 159



<<<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41

대 학 별
모 집 단 위 계열

정원 내

합계
일반학생 지역인재 일반학생

(예체능-실기)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생
활
과
학
대
학

아동학과 인문 9 11 9

식품영양학과 자연 14 12 14

의류학과 자연 11 12 11

주거환경학과 자연 14 12 14

합 계 　 48 48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자연 25 7 5 7 30

합 계 　 25 5 30

예
술
대
학

무용학과 예체능
(발레) 2 미적용 2

(한국무용) 5 미적용 5
(현대무용) 6 미적용 6

미술학과 예체능
(한국화) 8 미적용 8
(서양화) 8 미적용 8
(조소) 8 미적용 8

(가구조형디자인) 8 13 8
산업디자인학과 예체능

(제품디자인) 4 9 4
(시각영상디자인) 4 9 4

한국음악학과 예체능
(작곡·이론) 3 미적용 3
(성악·타악) 6 미적용 6

(관악) 8 미적용 8
(현악) 9 미적용 9

합 계 　 8 71 79

약학
대학

약학과 자연 4 6 15 7 19

합 계 4 15 19

의과
대학

의예과 자연 29 5 46 6 75

합 계 29 46 75

인
문
대
학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문 11 11 11

국어국문학과 인문 11 10 5 10 16

독일학과 인문 16 11 16

문헌정보학과 인문 14 10 6 10 20

사학과 인문 15 10 7 10 22

스페인 중남미학과 인문 10 10 5 10 15

영어영문학과 인문 15 10 6 10 21

일본학과 인문 14 11 14

중어중문학과 인문 13 10 6 10 19

철학과 인문 16 11 16

프랑스 아프리카학과 인문 19 11 19

합 계 　 148 81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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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내용 참조

※ 음영 표시된 학과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별도 적용되는 학과임

5  수능성적 반영 영역 및 방법

 가. 수능성적 반영방법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1) 2022학년도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며 모집단위별로 설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함

   2)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수능 영역을 하나라도 미응시한 자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한국사 응시 필수)

     ※ 단,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반영방법

인문계열
(자연계열 일부학과* 포함)

▪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절사하지 않음)

자연계열
(자연계열 일부학과* 제외)

▪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절사하지 않음)

의예과 ▪ 수능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절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과(가구조형디자인)

▪ 모집단위별로 반영하는 수능 3개 영역(국어, 영어, 탐구)의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 (탐구영역 2과목 평균등급 절사하지 않음)

* 자연계열 일부학과 : 간호학과,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고분자·나노공학전공), 산림환경과학과, 원예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의류학과, 과학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대 학 별
모 집 단 위 계열

정원 내

합계
일반학생 지역인재 일반학생

(예체능-실기)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모집
인원

수능최저
학력

자
연
과
학
대
학

과학학과 자연 6 12 6

물리학과 자연 18 13 18

반도체과학기술학과 자연 15 13 15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전공) 자연 17 12 17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 자연 16 12 16

수학과 자연 14 12 14

지구환경과학과 자연 14 14 14

통계학과 자연 17 12 17

화학과 자연 21 12 9 30

합 계 　 267 9 348

치과
대학

치의예과 자연 6 4 18 5 24

합 계 　 6 18 24

환경
생명
자원
대학

생명공학부 자연 25 14 11 14 36

한약자원학과 자연 7 14 7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자연 15 15 15

합 계 　 37 1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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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탐구영역은 특정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며 2과목을 반영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등급을 반영함(평균등급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음). 단, 의예과는 

탐구영역 2개 과목의 평균등급을 절사함

※ 별도 기준설정 현황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방법

공공인재학부 ∙ 영어가 2등급 이내이고, 영어를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경제학부 ∙ 수학 3등급 이내이고,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IT지능정보공학과 ∙ 탐구 중 과학 2과목을 선택한 경우 지정등급 중 괄호 안의 등급이 적용

 국어교육과 ∙ 국어가 2등급 이내이고, 국어를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과목)과 과학탐구 1과목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수학과 ∙ 수학이 4등급 이내이고,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물리학과 ∙ 수학이 4등급 이내이고, 수학과 과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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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집단위별 수능성적 반영영역

※ 위 표와는 별도로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대학명 모집단위 계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본부 스마트팜학과 자연

선택
과목
미지정

선택과목
미지정

사회/과학 중
2과목

필수
응시

(정시모집
: 가산점)

글로벌
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인문

공공인재학부 인문

국제이공학부 자연

간호대학 간호학과 자연

공과대학

전 학부(과) (※아래 모집단위 제외) 자연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전자재료공학전공,
정보소재공학전공)

자연

과학 2과목
기계설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자연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고분자섬유나노공학부(고분자 나노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부, IT지능정보공학과 자연

선택과목
미지정

사회/과학/직탐
중 2과목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인문
사회/과학 중
2과목

농생물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물환경화학과,
목재응용과학과, 원예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자연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조경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자연

사회/과학/직탐
중 2과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교육학과, 독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인문
사회/과학 중
2과목

물리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자연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과학 2과목

수학교육과, 화학교육 자연

사회/과학 중
2과목

체육교육과 예체능

선택과목
미지정

사회과학
대학 전 학과 인문

상과대학 전 학과 인문

생활과학
대학

아동학과 인문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주거환경학과 자연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자연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과학 2과목

예술대학 전 학과 예체능 반영 안 함
사회/과학/직탐
중 2과목

약학대학 약학과 자연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과학 2과목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인문대학 전 학과 인문
선택과목
미지정

사회/과학 중
2과목

자연과학
대학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전공),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과학학과

자연

물리학과 자연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1

과학 2과목

수학과, 통계학과 자연
사회/과학 중
2과목

치과대학 치의예과 자연 과학 2과목

환경생명
자원대학

생명공학부, 한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자연 선택과목

미지정
사회/과학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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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반영 요소 및 점수

반영요소
학생부 1,000점 

학생부 300점 
(일반학생 무용, 미술, 한국음악)

배점 기본점수 실질반영 점수 배점 기본점수 실질반영 점수

교과성적 900 840 60 270 234 36

출결상황 100 96 4 30 27.6 2.4

합 계 1,000 936 64 300 261.6 38.4

 나. 교과 성적 반영교과
    1) 반영기간 

      ①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2021. 8. 31.(화) 기준 성적

      ②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2) 반영교과

      ① 인문 및 자연 계열 모집단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한국사

      ②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 국어, 영어, 해당 예체능계(무용학과는 무용 및 체육) 교과 전 과목, 한국사 과목

      ※ 한국사 =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과목(2009개정 이전 교육과정의 국사, 역사, 한국문화사, 한국 

근‧현대사 등의 과목은 해당 안됨)

    3) 교과목별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을 반영함(석차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석차 백분율을 활용하여 등급 산출)

      ※ 학년별 반영비율은 동일하며, 졸업년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영

    4) 교과 성적 산정 시 반영교과 이수단위 합계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부적격자 제외)의 학생부 반영교과 평균 

이수단위의 50% 미만으로 이수한 자는 국내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전 교과를 반영함 

 다.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1) 교과 성적 산출방법

      ① 교과 성적 등급 및 등급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점수 9.80 9.30 8.80 8.30 7.80 6.80 4.60 2.40 0.20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각 학기 해당과목의 석차 백분율에 상응한 등급 및 등급점수가 부여

되는 과정이 추가됨(또한, 이 때 석차 백분율 산출과정에서 동(同)석차는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간석차를 반영함)

           - 중간석차 산출방법 : 석차 + 동석차학생수-1
2

 ※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중 평어만 있는 자 : 다음 기준에 따라 평어를 등급으로 환산

평    어 수 우 미 양 가

석차등급 1 3 5 7 9

     ※ 체육, 음악, 미술 교과 : 다음 기준에 의거 석차등급으로 환산

등    급 우수(A) 보통(B) 미흡(C)

석차등급 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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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과성적 전 학년 평균등급점수(9.8점 만점)=∑(등급점수×단위수) ÷ ∑단위수
      ③ 교과성적 산출식
       - 학생부 1,000점 전형(교과성적 만점 900점) : 840 + (60×평균등급점수/9.8)
       - 학생부 300점 전형(교과성적 만점 270점) : 234 + (36×평균등급점수/9.8)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교과성적 산출 예시(학생부 1,000점 전형)

교 과 과목명
(A)

단위수
(B)

석차비율(%)
(C)

등급(등급점수)
(D)

등급점수×단위수

국어 국어 4 30 4(8.30) 33.2

영어 영어 3 64 6(6.80) 20.4

수학 수학 5 5 2(9.30) 46.5

사회 사회 4 3 1(9.80) 39.2

국어 국어생활 2 85 7(4.60) 9.2

사회 한국지리 1 39 4(8.30) 8.3

합  계 19 156.8

전 학년 평균등급점수(9.8점 만점) : 8.2526...(=∑(등급점수×단위수) ÷ ∑단위수) 

 ※ 교과성적 점수= 840 + (60×8.2526.../9.8) = 890.53(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⑤ 출결상황 점수 
       - 출결상황 적용점수 : 기본점수(45쪽 참조) + 득점표의 해당점수
       - 출결상황 득점표

등    급 1 2 3 4 5
결석일수 0～2일 3～6일 7～15일 16～30일 31일 이상

반영 점수별
득점

1,000점 4.0 3.0 2.0 1.0 0

300점 2.4 1.8 1.2 0.6 0

※ 학생부의 사고(무단)에 의한 출결상황만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일수 
1일로 산정함

      ⑥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반영

       ¡ 반영 과목 :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진로선택과목 중 성취도가 높은 상위 세 과목

        - 지정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내 진로선택과목에 한함

        - 학기별 단위수가 분리된 경우라도 개별 과목으로 처리함

       ¡ 반영 방법 : 성취도와 성적을 점수화하여 가산점으로 반영

성취도 A B C

성취도별 비중 5 3 1

등급 점수 0.25 0.15 0.05

  ¡ 가산점 산출식 =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 등급점수)

3

       ¡ 비교내신 성적 처리 대상자 : 지정교과 내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성취도 표기)이 두 과목 이하인 학생, 

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등은 비교내신 성적 처리함

         - 비교내신 성적 처리 방법 : 학생부 성적 총점 × 0.025%를 가산점으로 반영



<<<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47

    2)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① 반영과목 : 필수 6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② 과목별 단위 수 : 국어, 수학, 영어는 각 3단위, 나머지 과목은 각 1단위

      ③ 검정고시 성적별 등급

검정고시
취득성적

95점 이상~
100점

85점 이상~
95점 미만

75점 이상~
85점 미만

70점 이상~
75점 미만

65점 이상~
70점 미만

65점 미만

등급 2 3 4 5 6 9

등급점수 9.3 8.8 8.3 7.8 6.8 0.2

      ④ 학생부 성적 산출식

       - 일반학생전형 : 936 + (64×평균등급점수/9.8)

       - 무용학과, 미술학과, 한국음악학과 : 261.6 + (38.4×평균등급점수/9.8)

    3)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의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① 성적별 등급점수표

   

국외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97~100 90~96 87~89 80~86 77~79 70~76 67~69 60~66 60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9.80 9.30 8.80 8.30 7.80 6.80 4.60 2.40 0.20

      ② 교과성적 전 학년 평균등급점수(9.8점 만점)=∑(등급점수×단위수) ÷ ∑단위수

      ③ 산출식

       - 학생부 1,000점 전형(교과성적 만점 900점) : 936 + (64×평균등급점수/9.8)

       - 학생부 300점 전형(교과성적 만점 270점) : 261.6 + (38.4×평균등급점수/9.8)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세부내용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⑤ 국내고와 국외고에서 혼합 이수한 학생 성적 산출 방법
      

구분
학생부 기록 조건 지원자 유형 성적 산출 방법

입학기준 졸업기준

국내고 국외고
국내 학생부 기록 조건
여부와 관계 없음

국외고 졸업(예정자)로 인정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적산출 방법 적용

국외고 국내고

1학기 이상 국내 학생부 석
차 등급과 출결기록이 있는 
경우

국내고 졸업(예정자)로 인정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적산출 방법 적용

1학기도 국내 학생부 석차 
등급과 출결 기록이 없는 
경우

국외고 졸업(예정자)로 인정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적산출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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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A+, A, A-…)를 사용하는 학교(국제학교 등) 출신자
     ① 성적별 등급점수표

   

학생부 성적 A+ A, A- B+ B, B- C+ C, C- D+ D, D- E, F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9.80 9.30 8.80 8.30 7.80 6.80 4.60 2.40 0.20

      ② 교과성적 전 학년 평균등급점수(9.8점 만점)=∑(등급점수×단위수) ÷ ∑단위수

      ③ 교과성적 산출식

       - 학생부 1,000점 전형(교과성적 만점 900점) : 840 + (60×평균등급점수/9.8)

       - 학생부 300점 전형(교과성적 만점 270점) : 234 + (36×평균등급점수/9.8)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세부내용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⑤ 출결상황 점수 :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46쪽 참조)으로 출결상황 반영

    5)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등학교 2+1제, 조기졸업규정에 의한 조기졸업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의 

산출방법

      ① 교과성적 : 고등학교 1～2학년에서 이수한 전 교과를 반영함

      ② 출결상황 :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6) 학생부의 내용은 교육부가 온라인 제공한 학생부 전산자료를 활용함(다만, 학생부 제출 대상자의 경우 

학생부 사본을 활용).

    

    7) 이 밖의 학생부 반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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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일반학생 전형(예능 포함)

 가. 지원 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나. 추가 제출서류

대상 추가 제출서류 비고

검정고시출신자

▪원서접수 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필수)

▪검정고시 출신자 중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온라인 수신이 불가한 자는 아래 서류 제출(동의자는 해당사항 없음) 

① 입학원서(인터넷접수 출력본) 1부

②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각 1부 

 ※ 제출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입학원서(인터넷접수 출력본) 1부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성적증명서 1부

 ※ 한국어로 쓰이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

 ※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

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제출기한 : 2022. 2. 25.(금)까지 

 다. 모집인원 및 최저학력 기준 적용 (39~42쪽 참조)

2  지역인재 전형

가. 지원 자격 :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 또는 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나. 유의사항

      1)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단 하루라도 전출(전라북도 지역 이탈)이 있는 경우, 직권말소 또는 신고 말소된 

경우에는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고등학교 재학 중 법률상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 이전

까지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지역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 이후의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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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사유 발생 이후 거주요건 판단기준

부모 모두 사망(실종)  ∙ 학생

부모 일방 사망(실종)  ∙ 사망(실종)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학생

부모 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 또는 모와 학생

재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 또는 모와 학생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 또는 양모와 학생
 ※ 친권과 양육권 경합 시 양육권(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인정)을 가진 자

 다. 자격 관련 제출서류(원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자격관련 제출 서류는 2021. 9. 1.(수)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고 합격했을 경우 아래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추가 제출 서류(원본제출)

    1) 대상 : 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자로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한 자

전형 대학 모집단위 지원 자격 적격심사 추가 제출서류 비고

지역인재 해당 대학
해당

모집단위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생본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주소변동 사항이 명기되어야 하고,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
(부 또는 모와 본인), 재학(본인)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

졸업예정자만 해당
[2022. 2. 25.(금)] 
까지 제출)

 마. 모집인원 및 최저학력 기준 적용 (39~42쪽 참조)

제 출 서 류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본인 명의

▪학생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소 변동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예외 적용자

▪부모사망 : 2008. 1. 1.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 1. 1.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상세)
         ⇒ 재학 중 부모 사망시 추가 제출 서류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이혼·재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입양/친양자입양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51

 Ⅶ. 실기고사

예 능 계

1. 모집인원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비 고

한 국 음 악 학 과 현    악 9

관    악 8

성악·타악 6

작곡·이론 3

무 용 학 과 한국무용 5

현대무용 6

발레 2

미 술 학 과 한 국 화 8

서 양 화 8

조    소 8

가구조형디자인 8

계 71

2. 공통사항

  가. 대상자 : 예술대학 모집학과의 지원자

  나. 예비소집 일시 및 장소 : 2021. 11. 23.(화) 08:30, 학과별 지정 고사장

  다. 실기고사 일시 및 장소 : 2021. 11. 23.(화) 09:00～, 학과별 지정 고사장

  라. 대상자는 당일 08:30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 대학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고사실에 입실해야 한다.

  마. 그 밖의 유의사항은 수험생 예비소집 시에 지원 대학에서 따로 안내한다.

  바. 실기고사 대상자가 실기고사에 불참(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일부 과목(과제)을 결시한 자는 그 

과목(과제)만을 “0”점 처리한다.

  사. 수험표와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학생증 

중 1가지)을 지참하지 아니한 수험생은 실기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사진 및 생년월일이 없는 신분증은 불가)

  아. 세부전공별 지원자 미달 시 합격자 사정은 입학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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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기과제

가. 한국음악학과

 ◦ 전공별 모집인원 : 현악 9명, 관악 8명, 성악·타악 6명, 작곡·이론 3명

전공별 실기구분 실 기 내 용 배점 비  고

기악

전공

현악

가야금

거문고

 1. 산조 - 짧은 산조

 2. 정악 - 현악영산회상 또는 향제줄풍류 중 1곡
700

12분 

이내

아쟁
 1. 산조 - 짧은 산조

 2. 정악 - 평조회상 또는 향제줄풍류 중 1곡
700

12분 

이내

관악 대금․ 피리․ 해금
 1. 산조 - 짧은 산조

 2. 정악 - 평조회상 또는 향제줄풍류 중 1곡
700

12분 

이내

타악 타악

 1. 판소리 고법(소리북)

 2. 장고 - 농악가락(꽹과리 또는 장고)

 3. 기악장단(장고)

700
12분 

이내

성악

작곡

이론

전공

성악 판소리
 판소리 5마당 중 한 대목

 (3장단 이상으로 구성된 대목)
700

15분 

이내

작곡

이론

작곡·실용작곡
 1. 가락 짓기

 2. 국악(성악․ 기악) 또는 피아노 중 택1(자유곡)

600

100

5분 

이내

이론·예술경영  국악이론 및 논술(선택1) 700

 ◦ 모든 과제 곡은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연주한다.

 ◦ 실기고사(작곡전공 필기시험 제외) 실시에 임하면 악기를 조율할 수 없으며 연주 도중 중단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

 ◦ 기악 전공자의 수험생은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필요한 악기를 각각 지참한다. 

 단, 타악 전형 시 판소리고법 및 기악장단의 반주자는 학교에서 선정한다.

 ◦ 성악(판소리)분야 지원자의 반주자는 추임새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다.

 ◦ 반주자는 수험생 1명 이상을 반주해도 무방하나 본교에 응시한 수험생이 반주자가 될 수 없다.

   ☞ 세부사항 문의 : 한국음악학과 사무실(☏ 063-27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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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용학과

 ◦ 전공별 모집인원 : 한국무용 5명, 현대무용 6명, 발레 2명

전 공 별 실기구분 실 기 내 용 시험시간 배 점 비 고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전공실기
전공별 작품 하나를 

3분 이내로 발표
09:00 시작 700

◦ 분장은 일절 불허하며 머리는 얼굴을 완전히 노출되도록 한다.

◦ 전공실기 작품음악은 원서접수 시 이메일(cbnuadmission@jbnu.ac.kr)로 보내야 함

◦ 작품에 필요한 소품은 개인이 준비한다. (학교 지원 없음)

◦ 복장

 ☞ 세부사항 문의 : 무용학과 사무실(☏ 063-270-3746)

구분 전공 남자 여자

의상 및 신발

한국무용
-상의 : 검정 레오타드

-하의 : 검정바지, 코슈즈

-상의 : 검정 레오타드

-하의 : 검정풀치마, 코슈즈

현대무용
-상의 : 흰색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타이즈

-상의 : 검정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타이즈

발레
-상의 : 흰색 반팔 레오타드

-하의 : 검정타이즈, 흰색슈즈

-상의 : 검정 끈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분홍색 타이즈, 분홍색 토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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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학과

 ◦ 전공별 모집인원 : 한국화 8명, 서양화 8명, 조소 8명, 가구조형디자인 8명

구 분 실  기  내  용 준 비 물 배점 시간

한국화

* 수묵담채 (수묵담채화 -반절지) 또는 수채화(정물수채화-
켄트지 3절 가로방향)중 택일

 - 사각 거울(높이 50㎝), 대나무 바구니, 국화꽃, 사과, 과자
(비닐포장), 광목천, 돋보기안경, 분무기, 축구공, 투명비닐 
물속 모형붕어, 맥주병, 인형, 브록크 벽돌, 포장종이가방, 
운동화, 장난감 플라스틱 뿅망치, 음료수 캔, 헤어드라이어, 
옷걸이, 타월

  (20종 중 10종 내외 출제)

수묵담채 - 벼루, 물감, 먹,
 붓, 물통, 깔개용 천
 (융: 90X90cm)
*연습용 화선지(3매 한도)
 휴대 가능
수채화 - 연필, 지우개,
 팔레트, 수채화물감, 붓,
 물통, 집게

700

4시간
서양화

* 인물수채화(켄트지3절-세로방향) 또는 정물수채화 (켄트지3절-
가로방향) 중 택1

 - 사각 거울(높이 50㎝), 대나무 바구니, 국화꽃, 사과, 과자
(비닐포장), 광목천, 돋보기안경, 분무기, 축구공, 투명비닐 
물속 모형붕어, 맥주병, 인형, 브록크 벽돌, 포장종이가방, 
운동화, 장난감 플라스틱 뿅망치, 음료수 캔, 헤어드라이어, 
옷걸이, 타월

   (20종 중 6 - 10종 내외 출제)

연필, 지우개, 팔레트, 
수채화물감, 붓, 물통, 
집게

700

조  소 * 소조 : 인물 두상
조각칼, 노끈, 각목,
흙주걱

700

가구
조형

디자인

* 기초디자인(켄트지4절)
 - 제시되는 주제에 따른 아이디어 전개와 표현
 ※ 픽서티브 등의 정착액 사용금지

연필, 색연필, 파스텔, 
수채화물감, 포스터칼라, 
아크릴 물감, 콘테, 마카 
(단독 또는 혼용하여 사용)

700

 ◦ 수험생은 지정된 지참물 이외의 종이, 서적, 사진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수험생은 실기고사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좌석을 옮기지 못한다.

 ◦ 완성된 시험지는 여백을 지우개로 깨끗이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세부사항 문의 : 미술학과 사무실(☏ 063-27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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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안내

1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가. 접수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4.(화)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사이트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

 다. 원서접수 절차

           
홈페이지 접속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 http://enter.jbnu.ac.kr

                  

            
회  원  가  입

          

 ·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하여야 함

                  

            
원  서  작  성

           

 · 사진 업로드(3㎝×4㎝, 300KB이하, jpg형식)
 · 56~57쪽 “원서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입력

                  

            

전 형 료 결 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 전형료 결제 후 입학원서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학원서 작성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 후 결제하기 바람
 · “0원”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전

형의 경우도 전형료 결제 확인 버튼 클릭해야 접수완료됨  

                  
                

            

수험표 및 구비서류 
제출용 봉투라벨 

인쇄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 보관
 · 수험표는 면접 시 반드시 지참하여야함
 · 실기고사 대상자는 실기고사 시 수험표를 지참해야 함
 · 수험표 분실 시 언제든지 로그인하여 출력 가능함

                  

            

구비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입학원서 포함) 제출용 봉투라벨을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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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입학원서 항목별 입력방법

    1) 수험번호 : 입력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 부여됨

    2) 전형구분 : 해당 전형을 선택

    3)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순 한글 이름 또는 컴퓨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한자 

이름인 경우 성(姓)만 한자로 입력하면 됨

    4) 입학원서 입력 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사진을 입력하여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이미지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올려 주기 바람(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음) 

          - 사진크기 : 3㎝×4㎝(300KB이하)          - 파일형태 : jpg

       ※ 사진을 입력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진 또는 수험생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면접 응시를 불허함

    5) 출신고등학교(코드번호) : 출신학교와 졸업(예정)년·월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교육부에서 지정한 출신

학교 코드번호(NEIS코드 10자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예) 해성고(경남거제)/남해해성고/전주해성고, 남성여자고(부산시)/이리남성여자고

          ○○사범대학부설고/○○사범대학부속고 

    6) 출신고 전화번호 : 진학실 또는 3학년 교무실 전화번호 기재

    7) 검정고시 : 합격지구명 및 합격년월일을 입력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여하는 검정고시 합격지구 코드

번호(NEIS코드 10자리)를 확인하여야 함

    8) 지원사항 : 지원학부(과) 및 전공(전공별로 모집하는 모집단위 및 예술대학 지원자)명칭은 모집요강을 보고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예술대학의 경우 모집요강의 실기분야를 확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실기분야를 선택해야 함

       ◦ 한국음악학과 (현악) : 가야금․거문고, 아쟁

       ◦ 한국음악학과 (작곡·이론) : 작곡·실용작곡, 이론·예술경영

       ◦ 미술학과(한국화) : 수묵담채, 수채화

    9)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 비동의자는 학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10) 특이자 구분 : 해당되는 지원자만 해당란에 체크함

    11)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및 연락처는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가장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 추가연락처 포함)를 입력해야 하며, 연락처 변동 시 즉시 입학처(063-270-2500)로 통보하여야 함

      ※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지원자 책임임

    12) 전형료 환불계좌 : 반드시 지원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입금이 가능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것 ⇒ 담임

교사나 친구 명의 계좌 입력으로 인한 환불 오류는 지원자 책임임

 ※ 본교에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를 하면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원자 개인정보(지원 자격 관련 제출서류 등 포함)는 대학 입학업무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제공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함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가 끝나야 완료되며, 전형료가 결제된 후에는 모집단위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전형료가 “0원”(전액 면제)인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기회균형선발 전형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도 

반드시 전형료 결제 확인(버튼 클릭)을 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접수 마감일은 인터넷 접속폭주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 지연 또는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서접수 오류, 접수 불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원서접수 마감 전에 미리 원서접수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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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학원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누락이나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 대학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2  전형료

 가. 전형료 

구분 전형유형 모 집 단 위(단계별)
전 형 료(원)

일반전형료 실기고사료 계

학생부

종합

큰사람, 글로벌인재, 모험창의, 
사회통합, 만학도, 농어촌, 

특성화고졸재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45,000원 45,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기회균형선발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전액 면제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 모집단위 22,000원 22,000원

일반학생(예체능)
 예술대학

(실기고사 실시학과)
22,000원 43,000원 65,000원

       ※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나. 전형료 반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관련)

     1) 반환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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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불 조치함

       ⑤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불합격자 전원(지원자격 미달 및 서류 미제출자 포함) : 14,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⑥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경우 : 2022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⑦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함

     2) 반환방법(택 1)

       ① 입학원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이체

         ※ 본인 및 보호자 이외의 환불계좌 입력으로 인한 입금 사고는 지원자 책임임

       ②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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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목록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음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미제공 학교 출신자 포함)와 2013년 2월 이전 고등학교졸업자는 발급 학교

(기관)장의 원본 대조필이 되어 있는 학생부 제출

      ※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제공 비동의자와 2015년 1회차 이전, 2021년 2회차 합격자의 경우 성적증

명서와 합격증명서 원본 제출

      ※ 고교졸업 동등학력 소지자(검정고시, 국외고 출신자)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및 증빙서류를 제출(선택)

전형유형 제출서류

학
생
부
종
합
전
형

공통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동등학력소지자의 경우 해당 서류)

사회
통합

다문화가정자녀

▪부ž모ž지원자의 기본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부모의 혼인일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 

▪귀화자 : 기본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사본) 또는 제적등본

다자녀가구자녀 ▪지원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장기복무부사관
▪부 또는 모의 복무확인서(부사관 임관일 명시) 
▪가족관계 증명서 

아동복지시설생활자 ▪아동복지시설 수급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유공자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만학도 ▪주민등록초본

농어촌
학생

Ⅰ유형

▪농어촌학생 전형 확인서 
▪중학교 학생부(직인날인필 또는 원본대조필)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본인, 부,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변동사항 명기) 

Ⅱ유형

▪농어촌학생 전형 확인서 
▪초등학교 학생부(직인날인필 또는 원본대조필)
▪중학교 학생부(직인날인필 또는 원본대조필)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명기)

기회
균형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대상자 

▪장애인연금·(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자활근로
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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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기간 : 2021. 9. 10.(금) 09:00 ~ 9. 15.(수) 18:00까지
     ※ 구비서류 방문 제출은 9.15.(수) 18:00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은 9.15.(수) 18:00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기한 내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제출방법 
    1) 전형료 결제 후 구비서류 제출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우송할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2) 등기우편 또는 방문(토, 공휴일 제외) 제출(우편송달 사고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라. 제출처 :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입학처

 마.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함
    2)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제출하기 바람
    3) 각 구비서류 첫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수험번호(인터넷으로 접수 후 출력한 수험표에 기재됨)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4) 학생부 사본은 반드시 발급 학교(기관)장 직인으로 원본대조 확인하거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조하였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발급학교(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다시 복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됨
    5)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주소 불명, 연락두절(연락처 오기재 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구비서류 도착 확인 : 2021. 9. 17.(금) 15:00부터

전형유형 제출서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특성화
고졸

재직자

산업체 재직자
▪재직증명서(경력사항 기재)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확인서 중 1부

4대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납세사실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읍, 면, 동장 직인날
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 농지원부 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 영농 종
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확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학
생
부
교
과
전
형

지역인재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명의)

▪학생본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명기)

 ※ 예외 적용자는 49~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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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합격자 결정 일반원칙 

 가.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해당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선발

 나.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충원 합격 후보순위에 따라 

충원함

 다. 실기고사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다만, 실기고사의 

일부과목(과제)을 결시한 자는 그 과목(과제)만을 “0점” 처리한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 1순위 : 2단계(면접)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1단계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1단계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2단계(면접)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평가영역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1단계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가 높은 자 
       ※ 위 동점자 처리 기준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선발함

    2)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인문계열

       - 1순위 : 국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영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수학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등급이 우수한 자

       - 5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이 우수한 자

       - 6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등급이 우수한 자

     ② 자연계열

       - 1순위 : 수학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영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국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등급이 우수한 자

       - 5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이 우수한 자

       - 6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등급이 우수한 자

     ③ 산업디자인학과

       - 1순위 : 국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영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해당 예체능계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등급이 우수한 자

       - 5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이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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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반학생 예체능(한국음악, 무용, 미술)
       - 1순위 : 실기고사 성적순
       - 2순위 : 국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자
       - 3순위 : 영어교과 학생부 점수가 높은자
       -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등급이 우수한 자(미술학과에 한함)
       - 5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이 우수한 자(미술학과에 한함)

      ※ 위 동점자 처리 기준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선발함
      ※ ‘학생부가 없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지원하여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에서 

따로 정하는 합격사정 원칙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다음 각 호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함
    1)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부적격자
    2) 모집요강의 지원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구비서류 미제출자
    4) 면접에 결시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5) 지원하는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을 하나라도 미응시한 자(수능최저학력 있는 경우에만 

해당)
    6)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
    7) 대학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합격사정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자

 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농어촌지역 거주 사실 및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사. 합격자(추가 합격자 포함)로 결정된 자 중 등록기간에 등록(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

 아. 그 밖의 사항은 본교에서 따로 정한 합격사정 원칙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교과전형 동시 지원자의 합격자 결정

 가. 최초 합격자 사정
    1)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각각 지원한 모집단위가 같고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동시에 합격한 경우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의 합격사정에서 제외함
    2)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각각 지원한 모집단위가 같고 하나는 합격, 또 다른 하나는 후보인 

경우 : 합격한 전형에서만 합격자로 결정하고, 또 다른 전형의 후보 순위는 합격사정에서 제외함
    3)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각각 지원한 모집단위가 다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동시에 합격한 경우 : 동시에 합격자로 결정하고 지원자가 등록 시에 선택하도록 함

 나. 충원 합격자 사정 
    1)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 모집단위가 같을 경우 : 학생부종합전형 충원합격자로 

결정하고 다른 모집 전형의 합격사정에서 제외함 
    2)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한 모집단위가 다를 경우 : 각 모집 전형별 모집단위의 충원

합격 후보순위에 따라 각각 충원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가 등록 시에 모집 전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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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등록

 가. 발표일시 및 등록기간

구분 합격자 발표 온라인 문서등록 발표장소 및 방법

1단계
학생부종합전형 11.12.(금) 14:00 예정

해당 없음
∙ 발표장소 : 본교 입학정보 홈페

이지에 공지(수험생이 직접 조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납부장소 및 방법
 - 전북은행 및 농협 전지점
 - 가상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학생부교과전형 해당 없음

최초 합격자 12.16.(목) 14:00 예정
12.17.(금) 09:00 ~ 

12.20.(월) 16:00 까지

1차 충원 12.21.(화) 14:00 예정 12.22.(수) 16:00 까지

2차 충원 12.23.(목) 14:00 예정 12.24.(금) 16:00 까지

3차 충원
12.27.(월) 10:00 ~ 21:00

(개별 유선 통보)
12.28.(화) 

09:00∼16:00 까지

나. 온라인 문서등록 방법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 확인(개별 통지하지 않음)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등록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문서등록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

• 전북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온라인 문서등록 안내 사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됨

다. 합격통지서 출력 : 합격자는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4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 2022. 2. 9.(수) 09:00 ~ 2. 11.(금) 17:00

 나. 장소 및 방법 : 전북은행 및 농협 전 지점

  ※ 창구납부(매일 16:00까지),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마감일 17:00까지)

5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합격을 

철회함

     ※ 장학금 등을 받게 되어 등록금액이 “0”원인 자도 반드시 은행의 수납절차를 거쳐 본인의 등록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등록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철회함

 나. 복수지원하여 여러 대학에 합격한 자는 그 중 1개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등록자(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의 경우 등록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입학이 무효가 됨

    * 등록 : 본교의 경우 온라인 문서 등록 시 등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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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입학을 

취소함

 라. 수시모집에 합격(최초합격 및 충원합격)하면 등록의사와는 상관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전문대학 포함)에 지원할 수 없음

   ※ 충원합격자 발표를 온라인으로 일괄 발표하는 대학(본교 포함)의 경우 온라인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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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전북대학교 입학원서
(“작성예시”)

수 험 번 호 *

전 형 유 형

수시학생부종합전형
①큰사람(○), ② 국가보훈대상자(   ), 
③사회통합 : 다문화가정자녀 (  ), 다자녀가구자녀 (  ), 장기복무부사관 자녀 (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
④ 만학도(   ), ⑤농어촌 : Ⅰ유형〈6년〉(   ), Ⅱ유형〈12년〉(  ) 
⑥ 기회균형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부담대상자(  )
  자활근로(  ),   한부모(  ),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⑦특성화고교졸업자(   ) ⑧특수교육대상자(  )

지
원
자

성        명 (한글) 전대인 (한자) 성 별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cm)

주민등록번호 030101  - 

출 신 고 교 2022년 2월  일
한국고등학교 졸업(예정) 출신고 전화 ☎ 063- 270 - 1234

출 신 고 교
NEIS 코드 A123456789

출 신 고 교
주     소 우편번호(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출 신 고 교
구     분

( ) 일반고(평준화 지역) ( ) 일반고(비평준화 지역)
( ) 과학고  ( ) 외국어, 국제고 ( ) 예술․체육고 ( ) 마이스터고
( ) 특성화고 ( ) 자율형사립고 ( ) 자율형공립고 ( ) 대안학교
( ) 종합고(일반고+특성화고)  ( ) 검정고시 ( ) 기타

검 정 고 시     년   월   일    지구합격 합격지구 코드번호
지 원 사 항  (  상과  )대학     (   경영   )학부(과)     (              )전공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미동의자는 학생부 사본제출) 

 동의 (   )  
 동의 안함 (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동의 (  )  
  동의 안함 (   )

제공 동의 
확인 번호    (k0000000000000)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자 택 전 화  ☎ 063- 123 - 4567 본인 휴대폰  010 - 2222 - 3333

E-mail 주소    cbnu@koreamail.net 추가 연락처1
(보호자 휴대폰)  010 - 1111 - 1111

추가연락처2 추가 연락처3
전형료

환불계좌
은 행 명 전북은행 예금주 전대인
계좌번호        123 - 45 - 6789100 

전형료 반환 방법(택 1) 1. 전형료 환불계좌로 수령(○)  2. 학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9월   일

                                지원자   성명   전대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입학원서 작성은 “인터넷 원서접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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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전북대학교 입학원서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작성예시”)

수 험 번 호 *

전 형 유 형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 )

지
원
자

성        명 (한글) 전대인 (한자) 성 별  남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cm)

주민등록번호 940101  - 

출 신 고 교
2013년 2월  일
한국고등학교 졸업(예정)

출신고 전화 ☎ 063- 270 - 1234

출 신 고 교
NEIS 코드 A123456789
출 신 고 교
주     소 우편번호(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현 직장명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직위 대리 직장 전화 ☎ 063 - 230 - 1234

직장 주소 우편번호(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현 직장 재직기간 3년 2개월 총 재직기간 4년 3개월

고 교 유 형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종합고<일반고+특성화고>    (  )기타 

출신학과계열  (○)농업계 ( )공업계 ( )상업계 ( )가사실업계 ( )기타 출신학과명  (농업유통정보)과 

지  원  사 항  (   농업생명과학   )대학     ( 생명자원융합 )학부(학과)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미동의자는 학생부 사본제출)  동의 ( ○ )   동의 안함 (   )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자 택 전 화  ☎ 063- 123 - 4567 본인 휴대폰  010 - 2222 - 3333

E-mail 주소    kts@koreamail.net 추가 연락처1
(보호자 휴대폰)  010 - 1111 - 1111

추가연락처2 추가 연락처3

전형료
환불계좌

은 행 명 전북은행 예금주 전대인

계좌번호        123 - 45 - 6789100 

전형료 반환 방법(택 1) 1. 전형료 환불계좌로 수령(○)  2. 학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9월   일

                                지원자   성명   전대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입학원서 작성은 “인터넷 원서접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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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지원자
정보

전 형 명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학력정보

 ☐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지역 합격일   년     월     일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졸업(예정)일   년     월     일
학 교 명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대학이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4.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

니다.
 5.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 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전국창의수학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TofT),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 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KBSO),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KJSO),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국제뇌과학올림피아드(IBB),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JSO)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국제영어대회(IET),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GLEC), 국제영어논술대회(IEEC), 영어글쓰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
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불합격) 처리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
적이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6.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 해외 활동실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2021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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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방법>
 1. 활동기간 
   -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2. 활동내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 작성 유의사항의 제한 내용 확인)
 3. 작성분량: 1개 활동 당 50자 이내 (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10개 이내 활동 작성 가능)
 4. 증빙자료: A4용지 단면 기준 1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축소/양면 복사 금지)

연번 활동명 활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50자 이내) 활동(발행)기관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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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확인서
지원사항  (                  )대학    (                   )학부(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 별 남(     )   여(     )

연 락 처
 주소 : 우)
 전화 :                            휴대폰 :

지원자격 Ⅰ유형 □  :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재학사실

학 교 명 학 교 소 재 지 재학기간(재학생은 9월 현재)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9월까지

중·고교
재학 기간 중 

주소지

구분 성  명 주      소 거  주  기  간

학생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9월까지

부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9월까지

모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9월까지

지원자격 Ⅱ유형 □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부․모 거주조건 면제)

재학사실

학 교 명 학 교 소 재 지 재학기간(재학생은 9월 현재)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시(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위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 학생이 귀 대학교의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거주 사실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9월    일
                          확인교사 성 명 :                (인)

      (             )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직인)(직인)(직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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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확인서
지 원  사 항  (              ) 대학  (                     )학부(과)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 별  남 (    ),  여 (     )

연   락   처
 주소 : 우)
 전화번호 :                         (휴대폰)

고교 재학사항
       년    월    일 (                 )고등학교 (          )학과 입학
       년    월    일 (                 )고등학교 (          )학과 졸업(예정)

출신 고교학과와 
모집단위 간  

동일계열 여부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 □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

※해당자만 아래 표 작성

동일계 부합여부
(확인교사 작성)

※기준학과란에는 모집
단위(지원학과)에서 
동일계로 인정하는 
기준 학과 중에서 해당 
과목과 관련되는 기준
학과를 기입 요망

이수 현황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만 작성)

기준학과 : (                            )

과목명 이수
단위 과목명 이수

단위

 이수단위 합계 : (      )
위 학생이 귀 대학교의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9월    일
                          확인교사 성 명 :             (인)

      (             )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직인)(직인)(직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2021. 9. 1.(수)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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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전북대학교 입학원서
(“작성예시”)

수 험 번 호 *

전 형 유 형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① 일반학생 (○)     ② 지역인재 (  )   

지
원
자

성        명 (한글) 전 대 인 (한자) 성 별  남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cm)

주민등록번호 030501  - 

출 신 고 교 2022년 2월  일
한국고등학교 졸업(예정) 출신고 전화 ☎ 063- 270 - 1234

출 신 고 교
NEIS 코드 B123456789

출 신 고 교
주     소

검 정 고 시   년    일    지구합격 합격지구
코드번호

지  원  사 항  (            )대학     (             )학부(과)     (              )전공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
 (미동의자는 학생부 사본제출)  동의 ( ○ )   동의 안함 (   )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자 택 전 화  ☎ 063- 123 - 4567 본인 휴대폰  010 - 2222 - 3333

E-mail 주소    kkk@koreamail.net 추가 연락처1
(보호자 휴대폰)  010 - 1111 - 1111

추가연락처2 추가 연락처3

전형료
환불계좌

은 행 명 전북은행 예금주 전 대 인

계좌번호        123 - 45 - 6789100 

전형료 반환 방법(택 1) 1. 전형료 환불계좌로 수령(○)  2. 학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9월  일

                                지원자   성명   전 대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입학원서 작성은 “인터넷 원서접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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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수험표】

앞
수 험 표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뒤 전형일정

수험번호 구비서류 제출 9.15.(수) 18:00까지
(도착 기준)

성    명 구비서류 도착확인 9.17.(금) 15:00부터
전형구분 1단계 합격자 발표 11.12.(금) 14:00 예정
지원사항 (                 )대  학 면접 반 편성 공지 11.19.(금) 14:00 예정

(                 )학과(부) 면접
(예비소집/면접시작)

11.25.(목)
오전반 08:30/09:00 ~
오후반 13:30/14:00 ~

(                 )전  공

최초합격자 발표 12.16.(목) 14:00 예정

온라인 문서 등록 12.17.(금) 09:00~
12.20.(월) 16:00까지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4cm)

등록금 납부 2022. 2. 9.(수)~2. 11.(금)
※ 면접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교복 착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사복을 착용할 것
※ 입학등록 완료 시까지 본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여 사용할 것
※ 문의 : 전북대학교 입학처 063) 270-2500 

http://enter.jbnu.ac.kr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앞
수 험 표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뒤 전형일정

수험번호 구비서류 제출 9.15.(수) 18:00까지
(도착 기준)

성    명 구비서류 도착 확인 9.17.(금) 15:00부터전형구분
지원사항 (                 )대  학 실기고사

(예비소집/실기고사) 11.23.(화) 08:30/09:00~(                 )학과(부)
(                 )전  공

최초합격자 발표 12.16.(목) 14:00 예정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4cm)

온라인 문서 등록 12.17.(금) 09:00~
12.20.(월)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2. 2. 9.(수)~2. 11.(금)

※ 입학등록 완료 시까지 본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여 사용할 것

※ 문의 : 전북대학교 입학처 063) 270-2500 
http://enter.jbnu.ac.kr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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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융합대학 운영계획 및 특전

국제인문사회학부(☎ 063-270-4688), 국제이공학부(☎ 063-219-5586),

공공인재학부(☎ 063-270-4704)

<국제인문사회학부>

    ▪ 국제인문사회학부는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개발, 국제관계/법, 국제경영‧경제, 

인문사회교양의 네 가지 학제 간 융합을 토대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부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학부’로서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지닌 글로벌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가. 국제인문사회학부 운영계획 

    ▪ 전공교육과정 

      - 글로벌 정치, 문화, 사회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적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적‧ 실무적 내용의 소그룹 강의, 사례중심 토론식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

며, 전공교육과정은 100% 영어강의로 진행

      - 1,2학년은 교양 및 전공기초과목을 중심으로 3,4학년은 전공심화과목과 특성화교육을 중심으로 운영

      - 졸업학점 : 130학점 (교양과목 30-42학점, 전공과목 63학점 이상 이수)

      - 국제학사 학위 부여 (‘국제개발협력’ 연계전공 추가 취득 가능)

    ▪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국제인문사회학부생의 이른 진로 설정 및 준비에 있어 유용하고 전문적인 정보 습득을 돕기 위해 국내외의 

유수학자들과 국제개발협력 현장 전문가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 개최

    ▪ 특성화 프로그램

      - 국내‧외 인턴십, 학술동아리 활동, 국내 원조공여기관 방문 등

 나. 모집인원 : 한국인 20명, 외국인 20명 내외
    ▪ 수       시 : 학생부종합전형 19명, 학생부교과전형 1명 /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시 정시로 이월

    ▪ 외국인 전형 : 20명 내외

<국제이공학부>

 가. 국제이공학부 운영 계획 

    ▪ 국제이공학부는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엔지니어링 분야의 패러다임에 따라 신설된 학과로서, 우리 학부의 목표

는 첨단 나노 기술을 통합하여 전자회로, 센서, 장치 및 다양한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화학, 물

리,전기,전자 재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국제 엔지니어링 리더를 양성함

    ▪ 전공교육과정 

      - 화학,물리,전기,전자 재료 및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이공계열 학문을 수학하고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

은 100% 영어강의로 진행

      - 1,2학년은 교양 및 전공기초과목을 중심으로 3,4학년은 전공심화과목을 중심으로 운영

      - 졸업학점 : 130학점 (교양과목 39~42학점, 전공과목 63학점 이상 이수)

      - 공학사 학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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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국제이공학부생의 이른 진로 설정 및 준비함에 있어 유용하고 전문적인 정보 습득을 돕기 위해 국내외의 

유수학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

    ▪ 특성화 프로그램

      - 국내‧외 인턴십, 실험 실습, 동아리 활동, 국내기관 방문 등

 나. 모집인원 : 한국인 10명, 외국인 (정원 제한 없음) 
    ▪ 수       시 : 학생부종합전형 8명, 학생부교과전형 2명 /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시 정시로 이월

    ▪ 외국인 전형 : 외국인 특별전형 (정원 제한 없음)

<공공인재학부>

 가. 공공인재학부 운영 계획 
    ▪ 인문계열 35명을 선발하며,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트랙별 운영 : 로스쿨 준비를 위한 법무트랙, 행정고시 및 국립외교원을 위한 공직 트랙 

      ⇒ 공공정책학사 학위 부여 

    ▪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이사항 

      - 교양학점 : 교양과목 30학점 이상 이수(최대 42학점까지 이수)

      - 전공학점 : 전공 교과목 42학점 이상 이수

      - 전공심화 : 전공 교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맞춤형 개별 지도교수제 실시

       공공인재학부생의 진로설계 및 지도와 이에 따른 학습방향의 제시, 적성에 맞는 트랙별 지도 및 각종 국가

고시와 전문대학원 입학 등의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위해 입학과 동시에 맞춤형 개별 지도교수제 실시

    ▪ 법조계 및 공직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공공인재학부생의 진로설정 및 진학준비에 실질적인 도움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 진학 후 

법조계에 진출한 법조분야 선배들과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직분야 선배를 초청하여 다양한 특강을 개최하

고, 선후배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를 넓힘

 나. 모집인원 : 35명
    ▪ 수시 : 인문계열 학생부종합전형 4명, 학생부교과전형 21명

    ▪ 정시㉮군 : 인문계열 10명(수능성적 100%)

 다. 공공인재학부 신입생 특전 안내 
    ▪신입생 Pre-LawSchool 프로그램 운영

      Pre-Law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합격자에 대하여 공통기초역량(토익 및 한국사)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LEET 모의고사 실시를 통한 선행학습 여건 마련

    ▪ 로스쿨 및 국가고시 준비반 입실 기회 부여 

      입학 후 입실 모의고사 우수생은 로스쿨 및 국가고시준비반에 입실 기회 부여

    ▪ 신입생 전원 생활관 우선배정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전원 생활관 우선배정 및 국가고시 준비・로스쿨 준비 특강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생활관 우선배정의 경우 최초 모집 시기에 한함(추가선발 시 우선배정 혜택 제한)

    ▪ 국외교환학생파견 지원

      교내 선발을 통해 신입생에게 재학 중 국외자매결연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어학연수를 통한 외국어 

능력향상 및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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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제도 안내

 (☎ 063-270-4089)
※ 아래의 장학제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우수신입생 장학은 합격자 발표시 공지되는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장학
    ◦ 종류

선발 방법 신입생 재학생 (1학년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서 선발 수능우수장학, 전형성적우수장학, 
고등학교장추천장학, 돋움장학 성적우수장학, 돋움장학 등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선발

Family장학, 장애학생 지원 장학, 
보훈장학 등 어학능력향상장학 등 

    ◦ 장학 내역

  * 재학생 대상 장학금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장학명 대 상 자 장학 내용

우
수
신
입
생

장
학

수능 우수 장학

- 인문: 국어, 영어, 사탐 2과목 (총 4과목) 합이 6등급 이내
- 자연: 수학 가, 과탐(2과목 평균) 합이 4등급 이내
※ 제외: 의대, 치대, 수의대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선발
  (단,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경우 5%이내 선발, 소수점 이하 절상)

‧매학기 등록금 전액 
‧매학기 학비보조금 160만원
‧생활관비 일부지원(40만원) 
‧해외파견 우선 선발
‧본교 일반대학원(석사)
 진학 시 2년간 등록금 전액

성적 우수 장학 최초 합격자로서 입학전형성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 전액~일부
(입학학기 1회 지급)

고등학교장추천장학
수능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우리 대학에서 요청한 고등학교에 한함)

‧등록금 일부
(입학 후 1년간 지급)

신
입
생
신
청
장
학

Family장학

형제·자매·부모∙부부가 우리대학 학부·대학원에 재적(휴학 포함)
하는 신(편)입생
※ 형제·자매·부모∙부부가 졸업, 수료, 수업연한 초과(8학기 초과)인 

경우는 제외

‧등록금 일부
‧입학 학기에 1회 지급 

장애학생지원 장학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중증 : 등록금 전액
‧경증 : 수업료 2

기타 장학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

‧등록금 전액

재
학
생

대
상
*

성적우수장학 (선발 기준) 직전 학기 성적 + 공인외국어 성적 ‧등록금 전액~일부

돋움장학
(경제곤란자장학)

직전 학기 성적 일정 기준 이내인 자 중 지원구간 반영 
선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어학능력향상장학 입학 후 취득한 토익 등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등록금 일부

알찬장학금
통합경력관리프로그램 「큰사람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년에 맞는 경력벨트를 취득한 학생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

‧1학년: 수업료1(감면성)
‧2~4학년: 포상금(생활비성)

오프캠퍼스파견장학 해외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 ‧체재지원비

근로장학 직전 학기 성적 일정 기준 이내인 자 중 지원구간 반영 선발 ‧생활비

기타 장학

각종 시험 합격자, 경력개발자, 해외봉사자, 체육특기자, 타 
대학 교류자, 기부자 직계비속, 결혼 이민자, 군위탁자, 학
군단 우수자, 학생회 임원, 대학신문방송사 기자, 홍보대사,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가계곤란자

‧등록금 일부 또는 
생활비



<<<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77

나. 국가장학 

  ※ 한국장학재단 시행 사업으로서 상세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참조

○ 종류

국가장학금 우수장학 근로장학 대출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장학
지역인재장학

국가우수장학
대통령과학장학
인문100년장학

국가근로장학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든든대출/일반대출
농어촌학생융자

○ 장학 내역

장학명 대 상 자 지급액

국  가
장  학

·(Ⅰ・Ⅱ유형) 장학재단에서 산정한 가구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대상 소득 분위별 차등 지급 

   ※ 소득분위는 0분위~10분위임 

·(다자녀장학) 지원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다자녀(자녀 3명 
이상)가정의 대학생(미혼자녀에 한함, 연령무관)

·(지역인재장학) 아래 기준 모두 충족자 중 성적 우수자 순
 - (지역)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 내신 또는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소득) 소득 8구간 이하 신입생
 - (의학계열 우선선발) 기초~차상위계층 

의학계열(의예과,치의예과) 진학자 우선선발

‧I유형: 33만원~260만원/학기
‧Ⅱ유형: 대학자체계획에 따름
‧다자녀: 225만원~260만원/학기
‧지역인재: 1년간 또는 전 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
우수
장학

이공계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의 우수 신입생 및 재학생
  ※ 성적 조건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급 

‧등록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지원 (학기당 250만원)

인문
100년

·인문사회계열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 신입생 및 재학생
  ※ 성적 조건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급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지급(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지원(학기당200만원)(2018년부터)

대 통 령
과학장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자 : 
수능성적·수시성적·학생부 기준 선발
 ※ 성적 조건 충족 시 졸업 시까지 지급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지원 
(학기당 250만원)

국가근로장학
직전 학기 성적 70점이상이고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중 선발 
(교내 각 부서에서 근무)

‧시급 교내 9,000원, 교외 
11,150원 내외 연중 근무 가능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학습 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 보조 등 

‧시급 11,150원 내외 
연중근무 가능

다. 외부장학

장학명 대 상 자 지급액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농식품인재장학금> 농림수산식품계열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학기별 25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

<농업인자녀장학금> 농어업인의 자녀, 학과·전공 제한 없음 학기별 50∼200만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농업계대학 중 농식품계열학과
-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 3학년 이상 재학생
-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 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록금 전액
+ 학기당 200만원

·우리대학 
발전지원재단장학금 

발전지원재단장학 대학 추천자 별도 지정액

·정부, 지자체 장학금 정부재정지원사업, 전주인재육성재단장학 지원자 등 별도 지정액
·사설 및 기타 장학금 기업체·동창회·지역사회·개인 기탁 장학 지정자 별도 지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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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063-270-4142)

“전북대에 오시면 큰사람큰사람이 됩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설계 및 경력관리를 위하여 평생지도교수제와 큰사람프로젝트(통합경력관리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통합경력관리 프로그램

 ￭ 큰사람프로젝트 : 전북대학교 입학과 함께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덕성을 두루 갖춘 
   21세기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학년별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학년별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벨트제를 운영하고, 벨트 취득자에게는 장학금, 인증서 등 제공
  - 핵심인재(Black 벨트 취득자)에게는 총장명의 취업 추천서 발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핵심인재

WHITE BELT YELLOW BELT BLUE BELT RED BELT BLACK BELT

정체성 확립
비전 수립

업종선택
직종선택

기업선택
기업체험

취업
우수인재

배출

 ￭ 평생지도교수제 :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업, 진로 등 대학생활지도와 졸업 후 문제도 상담해 주는 
학생-교수 진로상담 시스템 운영

 나.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진로상담
프로그램

맞춤형 진로취업상담 진로/취업/입사지원서/면접/기업 상담 상시 운영

적성검사 및 해석상담 적성검사를 통한 자신의 흥미, 성격, 적성 탐색 지원

진로설정
프로그램

신입생 대상 진로교과목
신입생들의 진로설정 및 취업의식 고취를 위한 진로교과목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운영

진로설정캠프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효율적인 대학생활 설계를 위한 
캠프 운영

재학생-재학생 멘토링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에 필요한 경험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선후배간 멘토링 활동

졸업생 멘토링박람회
다양한 기업(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생을 초청하여 기업(직무) 
및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직무분석 
및 

체험 프로그램

자기주도형 기업탐방(직무탐색) 
「기업의 달인 되기」

기업탐방 및 분석을 통한 산업․기업 이해, 직무별 요구역량 
도출

큰사람 직무체험
도내 우수 기업 및 기관에서의 현장경험을 통한 직무중심 
경력활동 지원

외부기관 연계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오픈캠퍼스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

직무별 맞춤교육
 「직무역량 UP 프로그램」

희망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능력 향상 지원

취업동아리 직종별 취업동아리 운영
채용상담/설명회 취업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채용기회 확대

기업․직무 정보 제공 서비스 
(잡플래닛)

잡플래닛과 제휴하여 기업․직무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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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취업정보 제공

  

 ￭ 다양한 취업관련 자료 및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과 홈페이지 운영

 ￭ 학습 및 취업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스터디룸 운영(9실)

 ￭ 취업 및 대학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검색대(4대) 운영

 ￭ 진로 및 취업교과목 강의 및 취업관련 특강을 위해 전자교탁 등을 완비한 첨단전용강의실(2실) 운영  

 라. 각종 고시준비생을 위한 인재등용관 운영(☎ 063-270-4968)

 ￭ 각종 고시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및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인재등용관>

   - 열람실 현황(* 총 17개실 531명 수용)

     

공무원 5급반(등용재/기연학사) 1개실 35석 전문자격반(변리사·노무사·감정평가사) 1개실 10석

언론사반(정론재) 1개실 11석 공인회계사반·세무사반·관세사반(건지헌) 2개실 90석

지역인재 7급반 2개실 40석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반 1개실 38석

공기업반 2개실 82석 공무원반(플라이반, 사회대 별관) 1개실 30석

교원임용시험반(학이사재) 4개실 139석 공무원반(상록학사, 농생대 2호관) 1개실 39석

   - 시설 현황

     ∙ 인터넷 강의실 1개실, 일반 강의실 3개실, 대단위 강의실 1개실, 스터디룸 7개실, 휴게실 4개실, 

휴면실 4개실(남·여 휴면실 각 2개실), 남·여 학생 샤워실 각 1개실, 세탁실 2개실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취업스킬
프로그램

취업 트렌트 특강 각 분야 전문가 및 인사담당자 초청 강의

온라인 입사지원서 클리닉 온·오프라인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운영

자기소개서 작성법 집중교육
개인별 수준에 맞는 일대일 집중 컨설팅 및 입사지원서 작
성법 안내

공기업 NCS 집중교육 공기업 NCS 직업기초능력 집중교육 지원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대기업 모의직무적성검사 및 집중교육 지원

Self 모의면접 시스템 온․오프라인 상시 모의면접 실습 지원

실전 면접캠프 면접 기초과정 및 실전 면접과정 등 교육 지원

집중컨설팅프로그램
취업전반에 대하여 전문컨설턴트와의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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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어교육부 어학강좌 안내

(http://lec.jbnu.ac.kr ☎ 063-270-2250)

<언어교육부>

    ▪ 언어교육부는 ‘지역과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전북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전북대학교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어학교육기관으로서, 우수한 원어민 

강사진이 강의하는 영어회화 및 제2외국어 회화 과정을 비롯하여, 토익, 토익 스피킹, 텝스, 영어청취, 

영자신문읽기, 패턴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영어시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운영 강좌 안내

    ▪ 어학 강좌

    

구분 세부 운영 강좌

영어 및 제2외국어 회화
영어(1~4, Advanced 단계)

일본어/중국어/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베트남어 등

일반 영어 패턴영어/청해/독해 등

공인영어시험강좌 토익/토익스피킹/텝스 등

      ※ 언어교육부의 강좌는 유료 강좌이며, 회화 및 일부 강좌(공인영어시험강좌 제외)는 신입생 및 재학생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lec.jbnu.ac.kr)

    ▪ 모의토익

    

운영시기 실시 횟수 접수방법 고사장 응시료

매월
월 1회 

(6월, 12월: 월 2회 실시)
온라인 접수

뉴실크로드센터 
지정 고사장

8,000원

    ▪ 강좌관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1상담문의 안내

      - 카카오톡에서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외국어학당”, 

       링크(https://pf.kakao.com/_xbYIxkK/chat) 및 QR코드로 검색하여 1:1상담문의

    

 나. 수강신청 방법(언어교육부 외국어학당 홈페이지 참조)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전북대포털 로그인 → 오아시스3.0 → 교육/부속기관(언어교육부) → 수강신청 
 * 재학생 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오아시스 비밀번호 (최초: 생년월일6자리)

일반인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홈페이지 방문 → 일반인 수강신청 바로가기 → 부속기관 로그인 홈 → 
회원가입 → 교육/부속기관(언어교육부) → 수강신청
 * I-PIN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다. 공인영어시험(TOELF, TOEIC, TOEIC SPEAKING 등) 센터 운영 안내

    ▪ 자세한 시험일정은 각 공인시험 접수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인영어시험 센터 운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http://lec.jbnu.ac.kr
http://lec.jbnu.ac.kr
https://pf.kakao.com/_xbYIxkK/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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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해외 자매결연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공 및 어학 관련 프로그램을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국제 경쟁력을 신장시키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063-270-4964)
    ▪ 정    의 : 국제적 감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기간 중 1학기 이상(계절학기 포함)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며 전공 관련 현장형/

전문형 교육과정과 함께 해외문화체험 등 글로벌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 파견기간 : 1학기 또는 방학 중

    ▪ 선발인원 : 매년 700명 내외

    ▪ 지원내용 : 취득학점 인정 및 지정 장학금 지급

    ▪ 선발시기 : 4월, 10월

 나. 해외 파견교환학생 프로그램(☎ 063-270-4964, 4643, 4892)
    ▪ 목    적 : 해외 자매결연대학에 학생을 파견하여 전공 관련 학점취득과 문화체험을 통해 세계관을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선발인원 : 매년 250명 내외

    ▪ 파견국가 : 대만, 미국, 스페인,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파견기간 : 1학기 또는 1년 (수학국가 및 대학 별 상이)

    ▪ 지원내용 : 취득학점 인정 및 국가·대학 별 지정 장학금

    ▪ 선발시기 : 영어권 3월·9월, 일본 4월·10월, 중국·대만 4월·10월, 유럽 4월

 
 다. 교비유학생 파견 프로그램(☎ 063-270-2184)
    ▪ 목    적 : 해외대학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유학하는 우리대학 학부과정 졸업(예정)자 지원 프로그램

    ▪ 선발인원 : 예산범위 내 선발

    ▪ 파견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 지원내용 : 1인당 800만원

    ▪ 선발시기 : 매년 5월 ~ 7월

  라. 복수학위제(☎ 063-270-2184, 4892)

    ▪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들에게 해외 자매결연대학에서 일정기간 학점을 이수하여 양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우리 대학에서 일정 기간(2년)을 수학한 후 해외 자매결연대학에서 다시 일정기간(2년)을 수학하여 양 대학

에서 합의한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양 대학으로부터 각 전공에 따른 학위를 수여받게 됨

    ▪ 복수학위 협정 체결 대학 : 미국 솔즈베리대학교, 중국 중남민족대학, 몽골 몽골생명과학대학교, 베트남 

후에대학교, 프랑스 유티비엠 등 20여개 대학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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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입생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 063-270-2194)

가. 추진개요 및 목적

    ￭ 교양교과목 중 수학, 물리, 화학, 영어에 한하여 기초과목을 개설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기초과목의 수준별 수업 운영 지침 제5조) 

    ￭ 따라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꾀하고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 

전에 실시

나. 대상

    ￭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희망자

다. 개설 과목

    ￭ 수학, 물리, 화학, 영어 

라. 강의 기간 및 시간

    ￭ 기간 : 2022년 1월말 예정 ~ (3주간 운영)

    ￭ 시간 : 과목당 1일 3시간 총 45시간

마. 강의 수준

    ￭ 수학, 물리, 화학 : 고등학교 자연계 교육과정

    ￭ 영어 : 기초영어

바. 특전

    ￭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일정 기준(출석, 성적, 수업태도 등)을 충족한 신입생은 기초 과목 수강을 

면제할 수 있음

    ￭ 큰사람포인트 20점 부여 등

사. 수강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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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학사제도

가. 전학, 전과 (☎ 063-270-2092)
     학생의 적성이나 학문적인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1) 시기 : 2학년 초 및 3학년 초
    2) 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학부(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단, 교원 및 의료 관

련 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국제인문
사회학부, 도시공학과, 융합기술공학부(IT융합기전공학전공), 양자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및 과학
학과는 전출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허용)

    3) 선발방법 : 학업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예체능계)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나. 복수전공 운영 (☎ 063-270-2091)
     입학 후 자기 전공 이외에 적성에 맞는 타 학과를 복수전공 신청·선발되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추면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1) 대상학과 : 수의대, 의대, 약대, 치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단, 비사범계학생은 사범대학 학과를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전체 평점 평균성적이 2.75점 이상인 자 
    3) 신청시기 : 매 학기(1학기는 5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
    4) 선발인원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기마다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
    5) 선발원칙 : 학과에서 마련한 자체 기준에 의거 선발 가능

 다. 부전공 운영 (☎ 063-270-2091)
     부전공 학과의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를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

부에 이를 표시하여 주는 제도
    1) 대상학과 : 수의대, 의대, 약대, 치대,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단, 비사범계학생은 사범대학 학과를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전체 평점 평균성적이 2.75점 이상인 자 
    3)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마다 신청

 라.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제도(☎ 063-270-2105)
    1) 우리 대학교와 국내·외 타 대학 및 대학원과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들의 학문연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
    2) 추진 내용
     ◦ 외국의 자매결연대학과 학생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제도 시행
        - 참여대학 : 대만 국립정치대학, 미국 UC데이비스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영국 센트럴

랭커셔대학교, 일본 토호쿠대학, 중국 남경대학, 프랑스 UTBM, 호주 스윈번공과대학교, 
필리핀 산호세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캐나다 브록대학교 등 다수 대학

     ◦ 국내 거점 국립대학교 및 주요 대학교와 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제도 시행
        - 참여대학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군산대

학교, 동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예수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 이수방법 :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등을 통하여 타 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 이수 (편입생은 4
분의 1)할 수 있음(단, 졸업직전 학기는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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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063-270-4276)
    1) 교육목표 : 국제적 감각과 수준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
    2) 필수 이수과목
     ∘ 실용영어 : 영어회화 중심의 실용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 원어민 교수가 직접 강의
                  (전담교수 - 원어민 10명 이상)
     ∘ 글쓰기 :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바. 졸업자격인증제도 (☎ 063-270-2091)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영어를 비롯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선정하고, 적절한 달성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를 성취할 경우에 졸업자격을 인증하는 졸업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영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졸업요건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 취득을 요구함. 졸업자격인증기준은 각 학과(전공)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학과
(전공)에 문의

 사. 기초과목의 수준별 수업 시행 (☎ 063-270-4294)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효율적인 선·후수 이수 체계 운영을 위하여 영어, 

수학, 물리, 화학 과목에 대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
     따라서 수능 성적 또는 학력진단 평가 결과, 기초학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들은 기초 교양과목인 

「기초영어, 대학수학, 초급물리학, 화학기초」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방학 중에 운영하는 특별
학기에 그 후수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 063-270-4085)
     공학교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공학 프로그램에 국제적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공학교육인증을 받

은 학부(과)의 졸업생은 워싱턴 어코드 가입국인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21개 국가에서 공학사 학위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받아 취업 및 진학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또한 컴퓨터정보기술인증을 받은 
학부(과)의 졸업생은 서울 어코드 가입국인 미국, 영국,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IT관련 학위에 대한 동등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음

    1) 신청시기 : 입학과 동시에 자동 신청(편입생, 전학, 전과, 복학생의 경우 전입 후 1학기 이내에 신청)
    2) 졸업기준 : 공학교육인증기준 KEC2015 또는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 KCC2015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양, 

MSC(수학, 과학, 전산학)/BSM(수학 및 기초과학), 전공(설계/프로젝트) 영역별 교과목 이수 
및 각 학부(과)에서 지정한 선·후수 이수 체계 준수를 포함한 졸업요건 만족

    3) 시행학부(과) :
      - KEC2015 적용: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부, 산업정보시

스템공학과,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 전기공학
과, 전자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공학부, 융합기술공학부(IT응용시스템공학)

      - KCC2015 적용: IT지능정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 시행 학부(과)는 공학교육인증제를 적용하는 전문 프로그램만 운영하므로 모든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

에서 요구하는 졸업기준을 만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함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http://icee.jbnu.ac.kr) 혹은 한국

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http://www.abeek.or.kr)를 방문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음 

 자. 교원자격증 발급제도 (☎ 063-270-2091)
     대학 재학 중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계 학과에서 소정의 교직과목과 해당 학과의 기본 

이수영역을 이수하면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
급)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

    1) 신청시기 : 2학년 초(학기개시 15일 이내)
    2) 이수학점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지정된 기본이수영역과목을 포함) 50학점 이상
    3) 성    적 :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100점 만점),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100점 만점)

http://ceerc.jbnu.ac.kr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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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및 표시과목, 승인인원 (☎ 063-270-2084)

대학 학부,과(전공) 표시과목 인원 대학 학부,과(전공) 표시과목 인원

간호대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4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일반사회 1

기계 1 행정학과 일반사회 1

공대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신소재공학부
금속시스템공학전공 재료 1

상대

경영학과 상업 2

정보소재공학전공 재료 2 회계학과 상업 1

전기공학과 전기 1 경제학부 경제학 일반사회 1

전자공학부

제어로봇공학 전자 1 생활대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2

정보통신공학 통신 1

예술대

미술학과 미술 1

융합IT공학 전자 1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 1

기계공학과 기계 1 음악과 음악 1

고분자나노섬유공학부
(유기소재섬유공학)

인문대

국어국문학과섬유 1 국어 1

토목/환경/자원·

에너지공학부

토목공학 건설 1 독일학과 독일어 1

환경공학 환경공업 1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2

자원·에너지공학 자원 1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어 1

항공우주공학과 기계 2 영어영문학과 영어 2

농생대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 1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4

농생물학과 식물자원·조경 1 사학과 역사 1

목재응용과학과 식물자원·조경 1 철학과 철학 1

산림환경과학과 식물자원·조경 1

자연대

물리학과 물리 1

생물환경화학과 식물자원·조경 1 화학과 화학 2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1
생명과학부

분자생물학 생물 1

작물생명과학과 식물자원·조경 1 생명과학 생물 1

지역건설공학과 농공 1 수학과 수학 1

사회대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2 환생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식물자원·조경 1

사회학과 일반사회 1

※ 위 인원은 2022학년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및 표시과목, 승인 인원은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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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 운영계획 및 특전
(Honors Residential College, HRC) 

(☎ 063-270-4293)

가. HRC 개요

 ▪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글로컬 우수인재 양성

 ▪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및 배출

 ▪ 4차 산업혁명시대 복합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나. HRC 추진체계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글로컬 우수인재 양성

HRC(Honors Residential College) 교육과정 운영
기초과정(1학년) 
교환학생(2학년)

심화과정-산학형, 진학형
(3,4학년)

다. HRC 선발 대상 및 규모

구분 내용

선발대상

(신입생) 학부(과)내 경쟁으로 선발하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
 ※ 학부(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미선발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3.5이상 유지 학생
 ※ 1학년 1학기 성적 미충족 정원에 한하여 추가 선발 실시

선발규모
학년별 50~100명 내외, 총 400명 내외
(단, 예체능계열, 사범대, 의대, 치대, 약대 제외)

라. HRC 지원 혜택

□ [공통] 
    ㅇ 기숙사비 전액 지원(학기 중에 한함. 식비 별도)

    ㅇ 교환학생 6개월~1년 파견(2학년 대상) 

      - AUEA 프로그램(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견) 이수

    ㅇ HRC 교과과정 지원(글쓰기, 고전.명저읽기)

      - HRC별도분반, 절대평가, TA배정 및 우수강사 배정

    ㅇ 외국어강좌 지원

      - 교환학생 파견을 위한 집중 외국어 교육(1학년), 진로관련 외국어 교육(3,4학년) 등 희망자에 한함  

    ㅇ 독서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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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동아리 활동비 지원

    ㅇ 초청인사 특강 등 다양한 특강프로그램 연계

    ㅇ 졸업 시 우수학생 인증서 수여

    ㅇ 최종 성적표 우수학생 인증마크 부여

□ [산학형] 

    ㅇ 우수기업 장학생 우선 선발

      - 우수기업(도내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

□ [진학형] 

    ㅇ 지도교수 연구실 활동
      - 본교 대학원 진학 희망자는 3~4학년 중 1개 학기 이상 지도예정 교수 연구실에서 사전 활동

    ㅇ 본교 대학원 등록금 면제

      -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하고 수업연한 이내. 다만, 군복무를 제외하고 학부 졸업 후 1년 이내 진학하여야 함

    ㅇ 해외대학에서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교환학생 선발 시 가점 부여  

    ㅇ 교비유학생 선발 시 가점 부여

    ㅇ 본교 박사 후 연구원(Post-Doc) 선발 시 가점 부여

마. HRC 프로그램

구 분 학년 프로그램 세부내용

HRC 

교과프로그램

1학년

HRC글쓰기
· HRC 별도 분반

· 절대평가

· 개별 첨삭지도 TA 배정

· 우수강사 배정

·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 
HRC고전.명저읽기

2학년 HRC교환학생 파견 · AUEA 프로그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파견) 이수

HRC 비교과

프로그램

3,4학년

지도교수 연구실 

활동

·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1학기 이상 

사전 활동
우수기업 장학생 

선발
· 도내 우수기업과 HRC 우수학생 연계 산학 장학금 지원

전체

독서활동 · 조별 독서모임을 통해 선정도서를 읽고 토론과 발표

스마트 교육 · 컴퓨터활용능력 기초․심화교육을 통해 엑셀 마스터

외국어교육

· 교환학생 파견을 위한 집중 외국어교육

 (영어회화, 영작문, 영어PPT 등)

· 진로 관련 외국어 교육

 (토익, Job Interview 등)

동아리 활동 · 진로․취미․교과 활동 등 자율적 동아리 구성 및 활동 지원

초청인사 특강

·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 초청 특강

·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 초청 특강

· 건지리버럴아츠 특강 연계

· 교내 타 특강 프로그램 연계

특별캠프 · 방학 중 문화․예술․어학 등 특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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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학전문대학원

(☎ 063-270-2661)

법 학 전 문 대 학 원
(http://lawschool.jbnu.ac.kr)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950년 개교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2009년 3월 1일에 개원한 

법학전문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다원화‧국제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이에 부합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도덕성을 갖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함으

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컬 법조인 양성”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신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수진이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최고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

화 분야인 동북아법의 심화교육 및 해외연계 ADR 프로그램은 법조인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 최고의 실력과 역량을 갖춘 교수진 확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또는 외국의 주요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우수한 연구업적을 갖춘 법학

이론교수와 다양한 실무경험(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가진 실무교수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독일어·일본어·중국어 등 원어강의를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최적의 교육시설 및 학습환경 구축

  독립적인 법학도서관과 학습실, 첨단강의실, 대형 강의실, 모의법정, 동영상강의실, 스터디룸 등 세계 수준의 

로스쿨에 버금가는 훌륭한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경제적 사유로 우수학생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숙사 및 24시간 학습실 운영으로 학

습을 위한 최상의 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담지도교수제를 통한 책임 있는 학사지도 및 엄격한 학사관리에 

의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과정 입학정원 전형유형 모집인원 비  고

법학전문석사 80명

일반전형 
(가)군 및 (나)군

74명 ※ 쿼터제
 - 비법학사 : 총 모집인원의 1/3 이상 선발 
 - 타 대학 학위자 : 총 모집인원의 1/3 이상 선발
 - 지역균형인재 : 총 모집인원의 1/5이상 선발

특별전형 (나)군 6명

법학전문박사 10명 특별전형 10명
※ 모집기간 : 전기(11월) / 후기(6월) 예정
※ 전형 평가요소별 반영 비율(%)
  - 석사과정 성적(50%), 전공구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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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관 안내

전북대학교 생활관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전주캠퍼스 생활관           ☎ 063-270-3630(평화·대동·새빛·한빛), 4723(참빛), 3530(혜민)

- 특성화캠퍼스(익산) 생활관    ☎ 063-850-0624(청운·웅비)

⇒ 선발기간에는 전화가 폭주하므로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먼저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 생활관 입주신청기간에 온라인 접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순으로 선발(대학입학원서에 기재된 주소)

 ￭ 건물현황 및 생활 인원
         구분

호관별
건물명 수용인원 생활관비(학기당) 비  고

전  주
캠퍼스

직  영 
생활관

평화관   450명   1,190,180원(의무식)
469,700원(미식사) ▪호실비품 :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에어컨

▪편의시설

  - 독서실, pc실, 세미나실, 편의점, 

    분식점, 커피숍 등

  -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위생시설(화장실, 세면장)

  - 평화관, 대동관 : 공용

  - BTL 및 특성화캠퍼스 : 개별호실 내 설치

▪ 신입생 선발비율 : 모집인원의 약 55%

▪ 선발기준 : 원거리 선발

대동관    325명

B T L 
생활관 

참빛관  1,812명 1,110,900원(의무식)

혜민관   503명 561,000원(식당 없음)

새빛관   963명
1,293,580원(의무식)

573,100원(미식사)

한빛관   600명

2인실
       1,376,580원(의무식)

656,100원(미식사)

6인실
1,261,080원(의무식)
540,600원(미식사)

특성화
캠퍼스
(익산)

직  영 
생활관

청운관   200명 602,800원(식당 없음)

웅비관   192명 469,700원(식당 없음)

합  계 5,045명

<참고사항>
- 참빛관 : 의무식
- 평화관·대동관·새빛관·한빛관 : 의무식, 미식사 중 1개 선택
- 식사는 월-금요일까지 1일 3식 의무식
  (주중 공휴일 포함-참빛관)
※ 단, 토-일요일은 참빛관 식당에서 식권 개별구매 후 이용
   ( 대상 : 평화관·대동관·새빛관·한빛관·참빛관 의무식 신청자 )
※ 소속대학 위치에 따라 선택 가능 건물이 다르게 적용됨.
※ 한빛관 공공요금 부담금 160,000원 포함된 금액임.

※ 생활관비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금액으로 2022학년도 생활관비는 학사일정 및 생활관비심의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신청

- 온라인 접수 : 생활관 홈페이지(신입생)에서 접수

 ⇒ 신청기간 및 합격자 발표 : 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http://likehome.jbnu.ac.kr)

    ※ 기간이 도래하면 홈페이지에 팝업 게재 예정임

 ⇒ 신청기간에 신청한 인원 중 생활관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정

    ※ 기간이 도래하면 홈페이지에 팝업 게재 예정임

 ⇒ 신청기간에 신청한 인원 중 생활관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정

http://likehom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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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금 안내

(☎ 063-270-2055)

(단위 : 원)

대학(계열, 학과) 등록금 대학(계열, 학과) 등록금 대학(계열, 학과) 등록금

공과대학 2,298,000 사회과학대학 1,661,000 간호대학 2,134,000

글로벌
융합대학

인문계열 1,661,000 상과대학 1,661,000

자연과학
대학

자연계열 2,134,000

공학계열 2,298,000

생활과학
대학

자연계열 2,134,000 수학과 1,670,000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1,661,000 아동학과 1,661,000 스마트팜학과 2,134,000

자연계열 2,134,000 예술대학 2,366,000 수의예과 2,134,000

사범
대학

인문계열 1,661,000 의예과, 치의예과 3,164,000

환경생명
자원대학

생명자원   
유통경계

학과
1,661,000

과학교육학부
체육교육과 2,134,000 약학대학 3,545,000

수학교육과 1,670,000 인문대학 1,661,000 자연계열 2,134,000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2018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 폐지)이며, 2022학년도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약학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3,4학년 기준 등록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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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Ⅻ. 입학 관련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담 당 업 무 안 내 부 서 전 화 번 호(지역번호 : 063) 비  고

 입학전형관리 입  학  처 270-2500 전주캠퍼스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학  생  과 270-4089 전주캠퍼스

 등록금 납부, 환불 재  무  과 270-2055 전주캠퍼스

 전학(과), 휴학 등 학적 학사관리과 270-2092, 2093 전주캠퍼스

 복수전공, 부전공 학사관리과 270-2091 전주캠퍼스

 교직이수 및 교원자격 취득 학사관리과 270-2091 전주캠퍼스

 수강신청 관리

큰사람교육개발원
(교양 이수) 270-4276 전주캠퍼스

학사관리과
(전공이수 및 기타) 270-2103～2105 전주캠퍼스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국제협력부 270-4964, 4643, 2184, 4892 전주캠퍼스

 취업안내 취업지원과 270-4142 전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법학전문대학원 270-2661 전주캠퍼스

 약학대학 편입학
(2022학년부터 신입학 모집예정) 약학대학 219-5637 전주캠퍼스

 수험생 예비소집 장소 및
 면접장소 안내

글로벌융합대학 219-5587 전주캠퍼스

간 호 대 학 270-4484 전주캠퍼스

공 과 대 학 270-4385 전주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270-2486 전주캠퍼스

사 범 대 학 270-2697 전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270-2906 전주캠퍼스

상 과 대 학 270-2976 전주캠퍼스

생활과학대학 270-3826 전주캠퍼스

수 의 과 대 학 850-0907 특성화캠퍼스

예 술 대 학 270-3706 전주캠퍼스

의 과 대 학 270-3063 전주캠퍼스

인 문 대 학 270-3157 전주캠퍼스

자연과학대학 270-3306 전주캠퍼스

치 과 대 학 270-4005 전주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 850-0561 특성화캠퍼스

스마트팜학과 270-2555 전주캠퍼스

 생활관 입사 안내 생  활  관
270-3630, 4723 전주캠퍼스

850-0624 특성화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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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오시는 길

 ￭ 전주캠퍼스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특성화캠퍼스(수의과대학, 환경생명자원대학) 54596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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