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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니다.는 GIST
[명사] 핵심



연구중심대학의 핵심, GIST

GIST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지난 28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핵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연구중심대학의 핵심인 이곳 GIST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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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지스트대학 
입학전형 안내
· 신입생 모집개요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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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입생 모집 개요
입학전형

1) 서류제출(학생) : 지원자격 증빙 서류(학교생활기록부,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 등
 서류제출(교사) : 학교장추천공문, 교사추천서

구분 주요내용 일정

수시

원서접수 2021. 9. 10.(금) 09:00 ~ 14.(화) 18:00

서류제출1) 2021. 9. 10.(금) 09:00 ~ 15.(수)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1. 5.(금) 18:00 예정

면접전형 2021. 11. 12.(금) ~ 13.(토) 중

최초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1. 12. 10.(금) 18:00 예정

최초합격자 등록 2021. 12. 17.(금) ~ 20.(월), 4일간

추가합격자 발표 2021. 12. 21.(화) ~ 27.(월) 21:00 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21. 12. 21.(화) ~ 28.(화)

정시

원서접수 2021. 12. 30.(목) 09:00 ~ 2022. 1. 3.(월) 18:00

서류제출 2021. 12. 30.(목) 09:00 ~ 2022. 1. 3.(월) 18:00

최초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2. 7.(월) 18:00 예정

최초합격자 등록 2022. 2. 9.(수) ~ 11.(금), 3일간

추가합격자 발표 2022. 2. 12.(토) ~ 20.(일) 21:00 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22. 2. 12.(토) ~ 21.(월)

모집단위 모집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기초교육학부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종합)

일반전형 110명 내외

학교장추천전형 40명 내외

고른기회전형 15명 내외

실기위주 특기자전형 15명 내외

정시모집 수능위주 수능우수자전형 20명 내외

계 200명 내외

※ 지원자 중 지스트에서 수학(修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단위 및 인원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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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 공통 +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 1 
 과학탐구: 서로 다른 분야의 2개 과목 응시 /Ⅰ+Ⅰ 또는 Ⅰ+Ⅱ, Ⅱ+Ⅱ 조합 중 선택

2)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이공계) 적합성, 문제해결능력, 교과 학업 소양, 수학·과학적 사고력 평가

물리Ⅰ+ 화학Ⅰ

인정

물리Ⅰ+ 화학Ⅱ

인정

물리Ⅱ+ 화학Ⅱ

인정

물리Ⅰ+ 물리Ⅱ

불인정
(예시)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전형별 안내 페이지 참고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전형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수능우수자전형

모집
인원

110명 내외 40명 내외 15명 내외 15명 내외 20명 내외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및 법령에

·의해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

·국내 일반·자율·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 및 법령에 

·의해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 중

 - 저소득가구 학생,
 - 국가 보훈대상자
 - 농어촌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 및 법령에 

·의해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하여 5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한국사] 

·의 성적을 취득한 자

제출
서류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1)
- 학교장 추천 공문 지원자격 증빙 서류

특기증빙자료 
및 목록 (5건 이내)

전형
요소
및

방법

1단계 : 서류평가 [전체 지원자] 합격자 선정

서류 종합평가 특기 종합평가
수능 100%

국:영:수:과
=1:1:1.5:1.5

- 한국사 등급별 
- 가산점 적용
- 과학Ⅱ 응시 시 
- 10% 가산
- 수학·과학탐구영역 
- 등급별 감점 적용

2단계 : 면접평가 

[모집정원의 5배수 내외] [모집정원의 4배수 내외]

·종합면접

·- 전공수학(修學)능력2)

·- 내적역량 및 의사소통능력

·특기면접

 ·- 특기역량
 ·- 내적역량 및 영재성

최종 합격자 선정

서류전형 60% + 면접전형 40% 종합평가 100%

기타
전형 간 중복 지원 불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음

전형 요약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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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입학전형

수시모집

모집인원 변경 · 일반전형 115명, 특기자전형 10명 → 일반전형 110명, 특기자전형 15명01

전형별 반영비율 변경 · 서류 70%+면접 30% → 서류 60%+면접 40%02

교사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 문항 내용 및 글자 수 변경03

04 학교장추천 공문 · 공문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업로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수시

모집인원
·일반전형 115명

·특기자전형 10명

·일반전형 110명

·특기자전형 15명

전형방법 ·서류 70%+면접 30% ·서류 60%+면접 40%

제출서류

·교사추천서 : 3개 문항 1,000자 ·교사추천서 : 2개 문항 500자

·자기소개서 : 4개 문항 5,000자
·자기소개서: 문항 간소화 및 글자 수 변경

: 3개 문항 3,100자

·학교장추천 공문 : 공문제출
·학교장추천 공문

·: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업로드

※ 세부 내용은 전형별 안내 페이지 및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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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 일반전형

· 학교장추천전형

· 고른기회전형

· 특기자전형

지스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예외대학입니다.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대학·과기원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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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전형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내외명110

지원자격

· 지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2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 받은 자

③ 2021년 「지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을 따름

내적역량 구술면접

진학의지,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내적역량 및 

가치관 확인

5~10분 내외

면접종료

면접장
퇴실

전공수학능력 구술면접1)

전공(이공계) 적합성, 

문제해결능력, 교과 학업 소양, 

수학·과학적 사고력 평가

15~20분 내외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2단계 최종 합격자 선정

서류 종합평가 종합면접 서류전형 60% + 면접전형 40%

[전형 방법]

· 평가자료 :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평가내용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이공계 분야의 교과·비교과 경험과 성취수준, 내적 성향, 창의성, 

 잠재력, 진학의지, 리더십 및 협동심 등을 확인하며, 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내외의 인원을 2단계 면접대상자로 선발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최종 합격자 선정

·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은 본교 입학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내용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수학능력 및 내적역량을 종합평가함

면접 준비

면접 대기

1)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전공수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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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 또는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교사추천서 작성자가 외국고등학교 교사인 경우 우편/방문 제출 가능

2) NEIS 활용이 불가능한 자는 우편/방문 제출 

 * 「지스트 과학영재선발위원회」 자격인정자 중 2022학년도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소속 학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담당자를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절차를 필히 완료해야 함

3)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4)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자는 우편/방문 제출

5) 원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의 활동사항(A4 10page 이내)에 대하여 제출 가능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6) 원서 접수일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7)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8)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교육과정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지원자격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자 
전체

공통

입학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온라인 입력1)

학교생활기록부 NEIS 활용 동의2)

해당자에
한함

조기졸업 예정자 조기졸업 예정 증빙 서류
공문

조기입학 자격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증빙 서류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

재학한 외국고등학교 소개자료

우편/방문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3)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온라인 제공 동의4)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우편/방문

기타 서류5)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소개자료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6)

성적증명서

공인시험성적(SAT, ACT, IB Diploma, GCE A-Level)

기타 서류7)

기타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관련 서류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8)

제출서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등록자)의 경우 추후 공지될 「등록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추가 제출 서류는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등학교 졸업(동등 학력) 증빙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② 신입생 서약서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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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교장추천전형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내외명40

지원자격

· 지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로서 원서접수일 기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일반 · 자율 ·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 2명 이내(※ 특수목적 고등학교·영재학교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추천기준

- 지스트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

- 학업역량이 우수하며 수학·과학 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탐구역량이 뛰어난 학생

- 탁월한 리더십과 협동심을 갖춘 학생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2단계 최종 합격자 선정

서류 종합평가 종합면접 서류전형 60% + 면접전형 40%

[전형 방법]

· 평가자료 :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평가내용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이공계 분야의 교과·비교과 경험과 성취수준, 내적 성향, 창의성, 

 잠재력, 진학의지, 리더십 및 협동심 등을 확인하며, 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내외의 인원을 2단계 면접대상자로 선발

·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은 본교 입학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내용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수학능력 및 내적역량을 종합평가함

내적역량 구술면접

진학의지,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내적역량 및 

가치관 확인

5~10분 내외

면접종료

면접장
퇴실

전공수학능력 구술면접1)

전공(이공계) 적합성, 

문제해결능력, 교과 학업 소양, 

수학·과학적 사고력 평가

15~20분 내외

면접 준비

면접 대기

1)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전공수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면제할 수 있음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최종 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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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자
전체

공통

학교장추천 공문1) 온라인 업로드

입학원서

온라인 입력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NEIS 활용 동의

해당자에
한함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

재학한 외국고등학교 소개자료

우편/방문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2)

제출서류

1)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공문 및 추천자 명단은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업로드

2)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A4 10page 이내)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등록자)의 경우 추후 공지될 「등록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추가 제출 서류는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등학교 졸업(동등 학력) 증빙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② 신입생 서약서

선택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14

03. 고른기회전형
수시모집

지원자격

· 지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로서 원서접수일 기준, 다음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Ⅰ과 자격요건-Ⅱ를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저소득가구 학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
③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8조 규정을 따름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학생 ①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자격요건-Ⅰ]

구분 내용

저소득가구 학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유형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 가구 학생
② 유형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 가구 학생
③ 유형Ⅲ: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농어촌 학생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유형Ⅰ: 농·어촌 중학교 3년 + 농·어촌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6년 

(중학교 입학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지원자·부모 모두)
② 유형Ⅱ: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초등학교 입학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지원자가 농어촌 거주)

※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지원자격과 관련된 기간은 연속된 기간이어야 함

-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경험자는 지원자격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됨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함(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 고등학교(초·중학교) 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시’ 지역으로 개편된 경우에 한해 

해당 학교 재학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읍·면 지역은 농어촌지역(「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 

으로 인정함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말소신고 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지스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제시한 자를 부모로 인정함 

(이 경우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자격요건-Ⅱ]

사유(예) 부모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사망·실종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부모의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입양자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기타
·부모 중 일방이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함

학생부종합

내외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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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2단계 최종 합격자 선정

서류 종합평가 종합면접 서류전형 60% + 면접전형 40%

[전형 방법]

· 평가자료 :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평가내용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이공계 분야의 교과·비교과 경험과 성취수준, 내적 성향, 창의성, 

 잠재력, 진학의지, 리더십 및 협동심 등을 확인하며, 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4배수 내외의 인원을 2단계 면접대상자로 선발

·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은 본교 입학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내용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수학능력 및 내적역량을 종합평가함

내적역량 구술면접

진학의지,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내적역량 및 

가치관 확인

5~10분 내외

면접종료

면접장
퇴실

전공수학능력 구술면접1)

전공(이공계) 적합성, 

문제해결능력, 교과 학업 소양, 

수학·과학적 사고력 평가

15~20분 내외

면접 준비

면접 대기

1) 서류평가에서 지원자의 전공수학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면제할 수 있음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최종 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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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른기회전형
수시모집

제출서류

1)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 중 교사추천서 작성자가 외국고등학교 교사인 경우 우편/방문 제출 가능

2) NEIS 활용이 불가능한 자는 우편/방문 제출  

3)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4)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자는 우편/방문 제출

5) 원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의 활동사항(A4 10page 이내)에 대하여 제출 가능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6) 원서 접수일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7)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8)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교육과정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지원자격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자 
전체

공통

입학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온라인 입력1)

학교생활기록부 NEIS 활용 동의2)

해당자에
한함

조기졸업 예정자 조기졸업 예정 증빙 서류
공문

조기입학 자격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증빙 서류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

재학한 외국고등학교 소개자료

우편/방문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3)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온라인 제공 동의4)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우편/방문

기타 서류5)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소개자료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6)

성적증명서

공인시험성적(SAT, ACT, IB Diploma, GCE A-Level)

기타 서류7)

기타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관련 서류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8)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 자격요건-Ⅰ 관련 제출서류 ]

학생부종합

내외명15



17

제출서류

※ 자격요건-Ⅱ 관련 증명서 및 확인서는 2021년 9월 3일 이후 발급·확인 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 자격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지원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은 지스트 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을 따름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저소득
가구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 기준

※ 소년· 소녀 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 
거주지 행정단위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우편/방문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해당 자격 서류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농어촌 
학생

유형-Ⅰ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이력 전체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는 발급기관 또는 발급자 직인 날인 필수

유형-Ⅱ

·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이력 전체 기재)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는 발급기관 또는 발급자 직인 날인 필수

해당자만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자격요건-Ⅱ 관련 제출서류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등록자)의 경우 추후 공지될 「등록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추가 제출 서류는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등학교 졸업(동등 학력) 증빙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② 신입생 서약서
③ 농어촌 학생의 경우, 자격요건-Ⅱ 관련 제출서류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졸업일 이후 발급)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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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기자전형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내외명15

지원자격

· 지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로서 소프트웨어 등 특정분야에 영재성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① 2022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 받은 자

③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을 따름)

[영재성 예시]

구분 내용

활동
소프트웨어, 벤처(창업), 발명 또는 특허, 연구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었거나,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경우

수상 올림피아드 또는 전국단위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기타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자로 잠재능력이 우수한 경우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2단계 최종 합격자 선정

특기 종합평가 특기 면접 종합평가

[전형 방법]

· 평가자료 :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특기 증빙자료

· 평가내용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이공계분야의 영재성, 창의성, 잠재력, 내적 성향, 리더십 및 협동심, 

 교과·비교과 성취수준, 진학의지 등을 확인하며, 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방법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4배수 내외의 인원을 2단계 면접대상자로 선발

· 종합평가(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석차처리)
 ※ 전형방법은 본교 입학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내용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특기 내용 검증 및 영재성을 확인하고, 내적 역량을 종합평가함

면접종료

면접장
퇴실

면접 준비

면접 대기

특기역량 구술면접 내적역량 구술면접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성 또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성, 특기 내용의 검증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역량 등 확인

발전가능성, 진학의지, 

학업에 대한 열의, 표현력 및 인성 등 

확인

25분 내외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최종 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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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고등학교 재학 경험자 중 교사추천서 작성자가 외국고등학교 교사인 경우 우편/방문 제출 가능

2) NEIS 활용이 불가능한 자는 우편/방문 제출

3) 지원자의 특기 또는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원서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특기 활동사항에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 가능(“0”점 처리기준 미적용) 

 - 반드시 자료 원본을 스캔(조형물일 경우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모든 페이지에 원본대조필 

 - 서류전형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의 원본(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반드시 입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 원본 제출 기간 : 2021. 11. 8.(월) ~ 2021. 11. 15.(월), 직접 제출 또는 기간 내 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원본대조필 시 소속(발급)기관장의 직인을 받아야하며, 다수의 페이지 간인 가능함

4)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5)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자는 우편/방문 제출

6)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 3년 이내의 활동사항(A4 10page 이내)에 대하여 제출 가능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7) 원서 접수일 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8)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9)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교육과정 중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A4 10page 이내)  

제출서류

지원자격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자 
전체

공통

입학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온라인 입력1)

학교생활기록부 NEIS 활용 동의2)

특기 증빙자료 및 목록3)(5건 이내, 건당 6MB 이하) 온라인 입력

해당자에
한함

조기졸업 예정자 조기졸업 예정 증빙 서류
공문

조기입학 자격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증빙 서류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

재학한 외국고등학교 소개자료

우편/방문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4)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온라인 제공 동의5)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우편/방문

기타 서류6)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소개자료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7)

성적증명서

공인시험성적(SAT, ACT, IB Diploma, GCE A-Level)

기타 서류8)

기타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 관련 서류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9)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등록자)의 경우 추후 공지될 「등록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추가 제출 서류는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등학교(동등) 졸업 학력 증빙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② 신입생 서약서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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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원 유의사항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

· 합격 또는 입학 이후라도 사후검증을 통해 표절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사도 검증 결과 유사도가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표절이 의심될 경우 지원자 및 추천교사 등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교사추천서

· 현직 교사(작성일 기준)가 온라인 원서접수 페이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직 교사의 작성이 불가능 한 경우 작성 전 입학팀에 문의

· 추천자는 교사추천서 작성 전 피추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교사추천서 작성 시 제출 서류 확인 여부를 입력(또는 작성)해야 함

· 지원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외국고등학교 재학경험자(졸업자 포함)

· 재학한 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 재학 경험이 있는 모든 학교의 자료 제출

· 입학팀 제출 전 봉인이 훼손된 교사추천서는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록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

· 최종 합격할 경우 등록 전 제출서류(졸업증명서 등)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대학 입학자격 미비 시 입학을 취소함 

· 교사추천서 작성자가 온라인을 통한 작성 및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교사추천서 양식(입학 안내 홈페이지 참고)을 사용하여 

 작성 가능하며 친필서명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후 봉인하여 우편/방문 제출(2021. 10. 1.(금) 도착분까지 유효)

공통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부득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스트 입학팀을 방문하여 원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본 제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확인 서류 등의 필수서류를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 우편제출 : 2021. 9. 15.(수) 소인분까지 유효 
 ※ 외국고 재학경험자의 증빙서류는 2021. 10. 1.(금) 도착분까지 유효

· 서류 방문제출 : 2021. 9. 10.(금) ~ 15.(수) 중 평일 09:30 ~ 18:00(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자격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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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IS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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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 수능우수자전형

지스트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예외대학입니다.

정시모집 군외모집 대학(가·나·다 군에 속하지 

않음)이며, 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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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활용점수 세부사항

국어 100 · 표준점수 활용

영어 100 · 등급에 따른 환산점 반영

수학 150
· 표준점수 활용
· 등급에 따른 감점 활용

· 수학: 공통 +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 1
· 수학영역 감점 방법

과학 150
·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1) 활용
· 등급에 따른 감점 활용

· 서로 다른 분야의 2개 과목 응시 필수 
예시) 물리Ⅰ+화학Ⅰ→인정, 물리Ⅰ+화학Ⅱ→인정, 물리Ⅱ+화학Ⅱ→인정 / 물리Ⅰ+물리Ⅱ→불인정

· Ⅱ과목 응시할 경우 해당과목 변환표준점수의 10% 가산
· 과학탐구영역 감점 방법

한국사 최대5점 · 등급에 따른 가산점 반영

01. 수능우수자전형
정시모집 수능위주

내외명20

지원자격

· 지스트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한국사] 

 5개 영역의 성적을 취득한 자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100%

· 국어영역 산출점수1) + 영어영역 산출점수2) + 수학영역 산출점수3) + 과학탐구영역 산출점수4) + 한국사 산출점수5)

[성적 산출 방법(505점 만점)]

등급 1 2 3 4 5 6 7 8 9

Ⅰ과목 감점 0 4 5 6 7 8 9 10

Ⅱ과목 감점 0 5 6 7 8 9 10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 100 97 91 82 70 55 40 25 10

등급 1 2 3 4 5 6 7 8 9

감점 0 5 6 7 8 9 10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 5.0 4.5 4.0 3.5 3.0 2.0 1.0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점수 활용]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이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1) 국어영역 산출점수 X 100
국어영역 취득 표준 점수

국어영역 최고 표준 점수

2) 영어영역 산출점수    등급별 환산점

3) 수학영역 산출점수 X 150
수학영역 취득 표준 점수 - 등급별 감점

수학영역 최고 표준 점수

4) 과학탐구영역 산출점수 X 150
(탐구1과목 변환 표준점수 - 등급별감점) + (탐구2과목 변환 표준점수 - 등급별감점)

과학탐구영역 최고 변환 표준점수 2과목 합계

5) 한국사 산출점수 등급별 환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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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수능성적 중 수학영역 산출점수 고득점 순 

· 2순위 : 수능성적 중 탐구영역 산출점수 고득점 순 

 ※ 이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 처리하며, 모두 선발함

[동점자 처리 기준]

· 수능성적 산출점수로 최종 합격자 석차처리
 ※ 전형방법은 본교 입학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등록자)의 경우 추후 공지될 「등록 안내」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추가 제출 서류는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등학교 졸업(동등 학력) 증빙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② 신입생 서약서

제출서류

지원자격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자 전체 공통
입학원서 온라인 입력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제공 동의

필수

필수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최종 합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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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입학지원 자격심사

신청절차

· 신청방법  신청서, 교사추천서, 교과 성적 입력자료 및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공문 제출

· 신청기간 2021. 8. 2.(월) ~ 4.(수)

· 심사기준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 및 탁월성을 종합평가

· 유의사항  별도의 접수확인 절차(접수증 발부 또는 접수번호 통보 등)는 없음

· 공문수신처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 → 「광주과학기술원(입학팀)」 선택

지원자격 인정 목적

·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2022학년도 지스트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

※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학생은 2022학년도 지스트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합격 및 등록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고등학교 조기졸업예정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는 본 심사와 상관없이 

 2022학년도 지스트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자격인정 기준

· 지원자격 ① 또는 ②를 충족한 지원자 중 과학기술분야의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지원자격]

①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영어·수학·과학 

 교과의 전 과목 환산평균이 94점(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상이거나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2022년 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국내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부여자 및 영재학교 소속 학생은 본 심사와 관련이 없음

1) 학교생활기록부는 2학년 1학기까지의 최종성적 포함, 학교장 직인 및 원본대조필

2) 제출서류는 공문 용량(10MB) 이내로 첨부하되, 용량 초과 시 공문을 나누어 발송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

신청서

공문2)
교사추천서

교과 성적 입력자료

학교생활기록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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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발표일   2021. 8. 20.(금) 예정

· 발표방법 공문(수신: 각 고등학교장)을 통해 통지하며, 별도의 인정서 발송은 없음

※ 자격인정자 중 2022학년도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소속 학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담당자를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절차를 필히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제출을 비롯한 별도의 보완절차가 일체 없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에 주의가 필요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교과 환산평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점수 100 94 85 71 53 34 20 11 5

[ 교과목 석차 등급점수 ]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반영비율 0.2 0.3 0.5

[ 학기별 반영비율 ]

1학년 1학기 환산평균 X 0.2   +   1학년 2학기 환산평균 X 0.3   +   2학년 1학기 환산평균 X 0.5

[ 환산평균 계산법 ]

※ 학기별 환산평균
∑학기별 반영과목 (이수단위x등급점수)

∑학기별 반영과목 이수단위

· 지스트 입학팀 (062-715-2950, uadmission@gist.ac.kr)

[ 문의처 ]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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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형료 및 반환 안내

전형별 입학 전형료

모집구분 전형명 전형료 전형료 반환

수시모집

일반전형 90,000원

ㆍ저소득가구 학생 85,000원
ㆍ서류전형 불합격자 40,000원

학교장추천전형 90,000원

특기자전형 90,000원

고른기회전형

국가보훈대상자 90,000원

농어촌학생 90,000원

저소득가구 5,000원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 30,000원 ㆍ저소득가구 학생 25,000원

※ 전형료에는 접수 수수료(5,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전형료 반환 및 면제 사유

1) 공통  - 저소득가구 학생이 전형료 반환 대상자 제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 유형에 관계없이 접수 수수료(5,000원)을 

   제외한 전형료를 전액 반환함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금 반환

2) 수시모집  - 수시모집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2단계 면접전형료 40,000원 반환

   ※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2~3주 이내 반환(별도 신청 불필요)

  - 본원의 귀책사유로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단계 면접전형료 40,000원 반환

  -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는 2단계 면접전형료 40,000원 반환

3) 정시모집  - 수시모집 지원자가 당해 정시모집에 재지원한 경우 전형료 25,000원 면제           

전형료 반환 대상자 제출 서류

· 대상자  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서류 제출기한 서류제출 기간 내 우편/방문 제출(우편제출 시 해당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 서류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 기준

※ 소년· 소녀 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 
거주지 행정단위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

차상위계층 
가구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확인서 해당 자격 서류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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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수시모집 교사추천서 서식

· [서식2]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문항

· [서식3]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공문 서식

· [서식4]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특기 증빙자료 및 목록 서식

2022 GIST COLLEGE
ADMISSION GUID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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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교사 이름 :   (한글) 소속 학교명 : 

담당 과목명 :   (한글) 학생과의 관계 :   (담임교사, 교과교사, 기타) 

학생과 교류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피추천자 성명

추천교사 인적사항 및 학생과의 관계

교사추천서

1. 지원자의 진학의지 및 교사의 추천 정도를 종합평가하여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 인성, 대인관계,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협동심, 나눔과 배려 등

☞ 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원서접수 시 온라인 상에서 작성·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수시모집 교사추천서 서식

매우 적극 추천 적극 추천 추천 보통

28



29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원서접수 시 온라인 상에서 작성·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참고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 및 0점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 1100000 성명 : ◯◯◯

수시모집

◯◯전형

지원자 정보

자기소개서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3. 지스트에 지원한 동기와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과학기술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지스트는 어떠한 의미인지를 포함하여 작성

☞ 8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 8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학생부종합

일반

학교장추천

고른기회

2. 최근 5년 동안, 본인의 특기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공동으로 수행한 활동이나 경험, 연구 등을 기술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역할을 기술

☞ 8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실기위주

특기자

[서식2]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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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 신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업로드)

( 경 유 )

제 목 2022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장추천전형 추천자 명단 제출

담당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고등학교-@N )( 접수 )(

우 ◯◯◯◯◯       ◯◯시 ◯◯구 ◯◯로길 ◯◯ (◯◯고등학교)   /   http://◯◯.hs.kr

전화  000 - 000 - 0000   /   전송  000 - 000 - 0000   /                           /

◯◯고등학교장 직인

[서식3]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공문 서식

귀 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추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공문 및 추천자 명단은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업로드

 기간: 2021. 9. 10.(금) ~ 15.(수)

  ※ 공문의 학생정보(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가 실제 지원자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연번 고교명 학생정보 3학년 담당선생님 연락처(휴대폰)

1 ◯◯ 고등학교

2 ◯◯ 고등학교

010  - 0000  - 0000

010  - 0000  - 0000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 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 명 홍길동

1400000

2003.01.01

장영실

1400001

2003.01.02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원서접수 시 온라인 상에서 작성·제출합니다.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지스트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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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료명 자료설명

1 ☞ 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2 ☞ 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3 ☞ 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4 ☞ 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5 ☞ 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특기 증빙자료 및 목록
실기위주전형 - 특기자전형

※ 각 건별 중요도에 따라 연번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4]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특기 증빙자료 및 목록 서식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원서접수 시 온라인 상에서 작성·제출합니다. 

특기 증빙자료 목록 작성 후 목록의 순서대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며, 작성한 목록과 다른 자료 업로드 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기 증빙자료 미제출시 필수서류 미제출로 결격(불합격) 처리됩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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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고교 생활 동안 활동과 경험을 중심으로 내적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활동에 참여하며 기록했던 메모, 노트, 보고서 등과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세심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지스트의 교육 철학 및 과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지스트가 필요한 이유를 숙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작성한다면 보다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며, 더불어 면접전형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는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원절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교사추천서 제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지원 시, 특기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지원자의 특기 또는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파일로 제출(파일 업로드: 개별 파일당 6MByte 이내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원서 접수일 기준 5년 이내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만 제출 가능하며, 특기증빙자료 목록에 기입한 자료만 

평가 자료로 반영합니다. 특기증빙자료 목록은 특기 증빙자료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 지원자가 생각하는 우수업적(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며 최대 5건까지, 건당 설명은 500자 이내로 입력 가능합니다.

Q5

수시모집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시, 공문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장추천전형 공문은 소속 고교 교사가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공문의 학생정보(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가 실제 지원자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6

FAQ 지스트 진학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것

표준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나요?

아니오, 수시, 정시모집 모두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일반원서 접수를 통해 지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서접수 안내는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원절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원서접수 원서접수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원서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Q2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로그인

로그인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입학원서 작성 및
입력사항 확인

우편으로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우편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완료 페이지에서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우편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접수 완료 및 수정

전형료 결제 이후에도
원서접수 마감 이전까지 지원서의 

일부 및 자기소개서 수정 가능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 불가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원서접수 배너클릭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광주과학기술원 선택

[일반/학교장/고른기회/특기자전형]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작성

[ 특기자전형 ]
특기입증자료 목록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전공수학능력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나요?

전공(이공계) 적합성, 문제해결능력, 교과 학업 소양, 수학·과학적 사고력을 평가 합니다.

Q1

내적역량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나요?

진학의지,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내적역량 및 가치관을 확인합니다.

Q2

특기자역량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나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특기 내용 검증 및 영재성을 확인하고, 내적 역량을 종합평가합니다.

Q3

면접기출문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2학년도 면접의 경우, 지원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수학능력 및 내적역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면접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수학능력 및 내적역량을 종합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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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스트 진학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것

과학탐구 Ⅱ과목을 응시하면 더 유리하나요?

Ⅱ과목을 응시할 경우 Ⅱ과목당 10% 가산이 되나,Ⅰ과목,Ⅱ과목에 따라 등급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므로 

지원자 본인의 변환표준점수에 가감점을 활용하여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정시모집
정시모집 지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시모집은 수능우수자전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100%로 반영 합니다.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최초 및 추가 합격자 발표는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의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합격 여부와 개인 면접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서류합격 여부와 개인별 면접일정은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의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선 확인은 불가합니다.

Q1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연락이 오나요?

추가합격자 발표 일정은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일정대로 발표가 진행되오니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합격대상자들에게 합격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및 문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합격자 발표 구분은 어떤 차이인가요? 예비 번호는 부여되지 않나요?

합격자 발표는 최초합격자, 예비합격자 순으로 발표 됩니다. 예비 번호는 별도로 부여되지 않고, 예비 그룹의 규모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예비합격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Q3

납입내역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납입내역은 합격자 발표 페이지 - 납입 내역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등록포기원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포기원은 합격자 발표 페이지 - 등록포기원 탭에서 등록포기원 내용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포기원은 필수 제출을 원칙

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합격자 등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이후 

등록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Q2

등록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록서류는 ①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② 신입생서약서 이며,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마감일(지스트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합격자 등록 안내」 참고) 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오니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3

등록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합격자 발표 페이지 - 고지서 탭에서 고지서 출력 후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납입금을 입금하면 
등록 처리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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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트 인재상

· 교육과정

· 장학제도

· 연락처 안내

· 캠퍼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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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지스트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지스트 입학생 

전원을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다양한 장학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스트의 모든 학생들은 

풍부한 장학혜택을 발판으로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추어 미래사회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업료(2021년 학기별 기준)

원3,635,000

[ 기본 장학금 ]

[ 교내 장학금 ]

기본 장학금
(학생전원)

등록금

원/학기약 245,000
본인부담

3,635,000 원

국비장학금 - 2,605,000 원

급식보조비 - 614,000 원

학자금 - 171,000 원

지스트 총장 장학금
(별도선정)

추가지원

자기계발비

2,000,000 원

급식보조

약 100,000 원/월

학자금

28,500 원/월

수업료 지원

수업료 전액 지원 3,635,000 원

고른기회전형 장학금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추가지원

급식보조

약 100,000 원/월

학자금

28,500 원/월

수업료 지원

수업료 전액 지원 3,635,000 원

지스트는 3C1P 능력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스트 인재상

LIBERAL ARTS COLLEGE

GIST
도전·소통·융합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해 국제 무대로 
인도하는 대학

3C

COMMUNICATION
의사소통능력
·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는 능력,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능력

CREATIVITY
창의성
·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며 도전하는 학생

COOPERATION
협동심
· 함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본적 인성 및 소양

1P PROBLEM SOLVING
문제해결능력
· 지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사고능력과 실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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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장학금
(가계곤란자 선별)

수업료 지원

기본장학 + 추가지원

2,605,000 원 + 721,000 원
본인부담

309,000 원

추가지원

급식보조

약 100,000 원/월

학자금

28,500 원/월

성적우수 장학금
(국가 장학금 비수혜자 중 
성적 우수자)

수업료 지원

기본장학 + 추가지원

2,605,000 원 + 721,000 원
본인부담

309,000 원

추가지원

급식보조

약 100,000 원/월

학자금

28,500 원/월

교육과정

2~4학년 전공과정1학년 기초교육학부
(전공 구분없음)

전공·복수전공
(7개)

(6개)
부전공

물리

수학

※ 7개 주전공과 6개 부전공을 포함한 13개 부전공

생명과학

에너지

전기전자
컴퓨터

의생명공학

기계 공학

문화기술

신소재
공학

지능로봇

지구· 
환경공학

화학

인문·
사회과학

[ 교외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성홍복순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순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기타교외장학금

- 기본 장학금 대상자 중 학생 실부담 등록금 1,030,000원에 한해 국가 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기계발비는 직전학기 평점 3.5/4.5 유지조건입니다.

- 급식보조비는 학기 중에만 지급합니다.

- 기숙사 사용료 : 월 9만원(2021년 기준)

※ 상기 수업료/장학금 안내는 2021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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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Parking Lots

식당 / Cafeterias

은행 / Bank Office

수영장 / Swimming Pool

의무실 / Dispensary

헬스장 / Fitness Center

카페 / Cafe

대학공간  / College Zone

정문

축구장

테니스장

중앙숲

후문

야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CONTACT & CAMPUS MAP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학A동 323호(N4)

입학팀

Address SNS

062 - 715 - 2950Tel

062 - 715 - 2959Fax

uadmission@gist.ac.krE-Mail

www.facebook.com/GIST.SNS

www.instagram.com/GIST.SNS

blog.naver.com/bestgista

www.youtube.com/GIST_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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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Parking Lots

식당 / Cafeterias

은행 / Bank Office

수영장 / Swimming Pool

의무실 / Dispensary

헬스장 / Fitness Center

카페 / Cafe

대학공간  / College Zone

정문

축구장

테니스장

중앙숲

후문

야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https://www.gist.ac.kr/uadm/html/sub03/0302.html
입학 Q&A

https://www.gist.ac.kr/uadm/html/sub03/0301.html
공지사항

https://www.gist.ac.kr/uadm/
대학입학 홈페이지

https://www.gist.ac.kr/kr/
지스트 공식 홈페이지

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W11

W12

W13

W14

오룡관

체육관

국제관

대학원기숙사 1~8동

기혼자아파트

제1학생회관

대학원기숙사 9동

어린이집

교수사택

내빈관

상담경력개발센터

시설관리동

창업진흥센터 B동

중앙창고

Creative Space G

C1

C2

C3

C4

C7

C9

C10

C1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동 A

전기전자컴퓨터공학동 B

전기전자컴퓨터공학동 C

금호관

삼성환경과학연구동

다산빌딩

신재생에너지연구동

중앙연구기기센터

E2

E3

E4

E5

E6

E7

E9

E11

E12

E13

실험동물자원센터

산학협력연구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센터

고등광기술연구소

극초단광양자빔 특수연구동

국제교류동

제2학생회관

지스트 기숙사 A동

지스트 기숙사 B동

학사파워플랜트

S1

S2

S3

S4

S5

S6

S7

S8

기계공학동

행정동

생명과학동

금호연구관

신소재공학동

지구·환경공학동

인공지능대학원

창업진흥센터 A동

N1

N2

N3

N4

N5

N6

중앙도서관

LG도서관

교수아파트

지스트 A동

지스트 B동

지스트 C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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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전 형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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