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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달라지는 주요사항(2019학년도 대비)

1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격 완화 및 면접 폐지(축소)

▫ 학생부종합전형 졸업연도 제한 폐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17년 이후 졸업자 → 졸업연도 제한 폐지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비율 축소 및 폐지  

  

전형명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일반학생
(2단계)

서류60% + 면접40% 
→

(2단계)
서류70% + 면접30%

면접
축소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2단계)
서류80% + 면접 20% 

→ 서류 100%
면접
폐지

2 수시 한국사 영역 가점 및 체육특기자 전형 출결 감점 신설

▫ 수능 한국사 영역 가점 신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점 10 9.8 9.6 9.4 9.2 9.0

   ※ 적용대상 전형 :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지역사회배려 전형), 실기위주(지역인재 전형)

▫ 체육특기자 전형 출결사항에 따른 감점 신설

  

무단 결석일수 5일 이하 6일 ~ 24일 25일 이상

감점 감점없음 (결석 일수-5)×(-1) -20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무단으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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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인재 전형 선발비율 확대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 확대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단위 인원 모집단위 인원 모집단위 인원

수시 16 183명(7.7%) 21 239명(9.9%) 51 275명(11.6%)
정시 - - 1 6명(0.3%) 1 6명(0.3%)
계 16 183명(7.7%) 22 245명(10.2%) 52 281명(11.9%)

▫ 지역인재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등급 완화 및 신설

모집단위 반영반영 등급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수학·영어 3개 합
*(수학교육)수학가형 필수

7→8
(완화)

사회교육과(일반사회,지리교육),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생물교육),

윤리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국어·수학·영어·탐구중 3개합
*(일반사회교육)사탐 필수
*(윤리교육)사탐 반영
*(지리교육)사탐‧과탐 반영
*(과학교육)과탐 필수
*(컴퓨터교육)과탐 반영

8
(신설)

4 전형 명칭 및 모집단위 명칭 변경

▫ 전형 명칭 변경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1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전형)

지역인재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

지역사회배려 학생부교과(지역사회배려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일반학생2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
사회통합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전형)

▫ 모집단위 명칭 변경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해양과학
대학

해양의생명
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 해양과학

대학

해양생명과학과

수산생명의학전공 수산생명의학과

5 정시 모집군 및 전형 요소 변경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단위 모집군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군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교과 수능 실기 교과 수능 실기

초등교육과 다군 - 100% ➡ 나군 14% 86%

체육교육과 나군 15% 57% 28% 다군 14% 5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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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요약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인원(명) 비율(%)

수
시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578 24.0 - 일반학과 : 학생부교과 100%  

- 의 예 과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 면접 50%

○
※야간모집단위 
수능최저 없음

지역인재 273 11.4

지역사회배려 39 1.6 - 학생부교과 100%

계 890 37.0

실기
위주

일반학생 57 2.4 - 학생부교과 14% + 실기 86% ×

지역인재 2 0.1 - 학생부교과 46% + 실기 54% ○

예체능특기자 16 0.7
- 체육계열 : 학생부교과 16% + 실기 84%

- 예능계열 : 학생부교과 35% + 실기 65% ×

농어촌학생 4 0.2 -  학생부교과 14% + 실기 86%

계 79 3.4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226 9.4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

기회균형선발 56 2.3

- 서류평가(학생부, 자기소개서) 100%

평생학습자 40 1.7

재직자1 6 0.2

농어촌학생 80 3.3

특성화고출신자 31 1.3

특수교육대상자 59 2.5

재직자2 114 4.7

계 612 25.4

소 계 1,581명(65.8%)

정
시 

나군 일반학생 344 14.3

- 일반학과 : 교과14%+수능86%

- 체육계열 : 교과14%+수능52%+실기34%

- 예능계열 : 교과14%+수능17%+실기69%
×

다군
일반학생 473 19.7 - 일반학과 : 수능100%

- 체육계열 : 교과14%+수능52%+실기34%

- 예능계열 : 교과14%+수능34%+실기52%지역인재 6 0.2

소 계 823명(34.2%)

합  계 2,404명(100%)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실질 반영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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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 형 일 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9. 9. 6.(금) 09:00 
   ~ 9.10.(화) 18:00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ž인터넷으로만 접수

ž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 
및 수험표 출력

자기소개서 입력
(학생부종합전형)

2019. 9. 6.(금) 09:00 
   ~ 9.19.(목) 18:00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ž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2019. 9. 6.(금) 09:00 
   ~ 9.19.(목) 18:00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ž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ž제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ž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제출서류 
도착확인

2019. 9. 6.(금) ~ 9.19.(목)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ž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 제출서류 폭증으로 확인이 지연될 수 있음

1단계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10:00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ž개별통보 하지 않음

실기
고사

음악학부

(피아노) 2019.11.21.(목) 10:00
(성  악) 2019.11.21.(목) 14:00
(작  곡) 2019.11.22.(금) 10:00
(관현악) 2019.11.22.(금) 10:00

음악관 등

ž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ž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지참

미술학과 2019. 11. 22.(금) 09:00 미술관 등

산업디자인학부 2019. 11. 22.(금) 09:00 교양강의동 등

체육교육과 2019. 11. 21.(목) 10:00 체육관 등

면접
고사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2019. 11. 22.(금)
ž전 모집단위: 아라캠퍼스 체육관
 (단, 초등교육과 제외) 

ž초등교육과 : 사라캠퍼스 체육관

ž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함

ž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ž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지참의예과 2019. 11. 21.(목) 09:00 의과대학 등

합격자 발표 2019. 12. 10.(화) 10:00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ž예비후보자 동시 발표
ž개별통보 하지 않음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2019. 12. 11.(수) 10:00
   ~ 12. 13.(금) 17:00

지정은행(NH농협은행, 지역 농･축･감협
및 제주은행)  영업시간 내

ž미납 시 합격 취소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1차
발표 : 2019.12.16.(월) 10:00
등록 : 2019.12.16.(월) 10:00
        ~ 12.17.(화) 17:00

발표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록 : 각 차수별 지정 시간 내

ž개별통보 하지 않음 
ž기한 내 미납 시 합격 취소

2차
발표 : 2019.12.18.(수) 10:00
등록 : 2019.12.18.(수) 10:00
        ~ 12.18.(수) 17:00

3차
발표 : 2019.12.19.(목) 18:00
등록 : 2019.12.20.(금) 10:00
        ~ 12.20.(금) 17:00 

등록정산금 
납부고지서 출력

2020. 2. 5.(수) 10:00
   ~ 2. 7.(금) 17:00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등록정산금 납부기간
2020. 2. 5.(수) 10:00
   ~ 2. 7.(금) 17:00

지정은행(NH농협은행, 지역농･축･
감협 및 제주은행) 영업시간 내

ž기한 내 미납 시 합격 취소
 ※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했더라도 

등록정산금 미납 시 합격 취소

※ 위 일정은 제주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http://ibsi.jejunu.ac.kr
http://ibsi.jejunu.ac.kr
http://ibsi.jejunu.ac.kr
http://ibsi.jejunu.ac.kr
http://ibsi.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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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
학생부교과 실기 학생부종합

계

정원내 정원내 정원
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지역
사회
배려

소계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예체
능특
기자

농어
촌 소계 일반

학생
기회
균형
선발

평생
학습
자

재직
자
1

농어
촌

특성
화고
출신
자

특수
교육
대상
자

재직
자
2

소계

인문
인문

·
사회

국어국문학과□교 31 13 1     1 15                  4   1         2      1    8 23
영어영문학과□교 31   4 12    16                  4   1         1      1    7 23
독일학과□교 28 13      1 14                  3   1         2      1    7 21
일어일문학과□교 30 12  1    1 14                  3   1         2      1    7 21
중어중문학과□교 31   5 11    16                  4   1         3      1    9 25
사학과□교 32 14   1   1 16                  4   1         3      1    9 25
사회학과□교 31 13 1 1 15      4 1   1  1  7 22
철학과□교 24 9  1 10      3 1   2  1  7 17

사회
과학

인문
·

사회

행정학과□교 52 7 18  25      6 2   1  1  10 35
정치외교학과 34 14  1 1 16      4 1   1  1  7 23
언론홍보학과 34 15  1 1 17      4 1   3  1  9 26
(야)행정학과 18 5  1 6      2 1  3     6 12

경상
인문

·
사회

경제학과 33 9 3 1 13      4 1   2 2 1  10 23
무역학과 32 7 5 1 13      4 1   2 2 1  10 23
경영학과□교 47 3 17  20      5 2   1 2 1  11 31
회계학과 52 4 18  22      6 2   1 1 1  11 33
경영정보학과 27 5 5 1 11      3 1   2 1 1  8 19
관광경영학과□교 54 6 18  24      6 2   2 2 1  13 37
관광개발학과 32 7 5 1 13      4 1   2 1 1  9 22
(야)경영학과 15 5  1 6      2 1  3     6 12

사범

인문
·

사회

국어교육과 18 3 5  8      3      1  4 12
영어교육과 18 3 5  8      2      1  3 11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13 3 2  5      2      1  3 8
지리교육전공 13 3 1  4      3      1  4 8
윤리교육과 13 3 1  4      4      1  5 9

자연

수학교육과 18 2 6  8      3      1  4 12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13 5 1  6      2      1  3 9

생물교육전공 13 2 1  3      4      1  5 8
컴퓨터교육과 15 4 1  5      4     1 1  6 11

예체능 체육교육과 13    2 4  6         6

생명
자원
과학

자연

생물산업학부 45 20  1 1 22      5 2 　  3 1 1  12 34
식물자원환경전공□교 　 　 　 　
원예환경전공□교 　 　 　 　
생명공학부 60 26  1 2 29      6 2   4 1 1  14 43
바이오소재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교 　 　 　 　

인문
·

사회
산업응용경제학과 23 9 1 1 11      3 1   2 1 1  8 19

해양
과학

자연

해양생명과학과□교 25 12  1 13      3 1   1 1 1  7 20

수산생명의학과 34 15  1 1 17      4 1   1 1 1  8 25

지구해양과학과 25 11  1 12      3 1   2  1  7 19

해양산업경찰학과□교 29 14  1 15      3 1   2 1 1  8 23

공학

해양시스템공학과□공 25 10  1 11      3 1   1  1  6 17

환경공학과 30 13 1 1 15      3 1   1 1 1  7 22

토목공학과 33 14  1 1 16      4 1   1 1 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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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
학생부교과 실기 학생부종합

계
정원내 정원내 정원

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지역
사회
배려

소계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예체
능특
기자

농어
촌 소계 일반

학생
기회
균형
선발

평생
학습
자

재직
자
1

농어
촌

특성
화고
출신
자

특수
교육
대상
자

재직
자
2

소계

자연
과학

자연

물리학과 21 9  1 10      3 1   1  1  6 16

생물학과□교 27 12 1 1 14      3 1   1  1  6 20

화학·코스메틱스학과 27 12 1 1 14      3 1   1  1  6 20

식품영양학과□교 30 13 1 1 15      3 1   1 1 1  7 22

패션의류학과□교 29 4 1 1 6      7 1   2 1 1  12 18

생활환경복지학부□교 30 13 1 1 15      3 1   2 1 1  8 23

아동·생활복지전공 　 　 　 　

주거·가족복지전공 　 　 　 　

수학과 31 13  1 1 15      4 1   1  1  7 22

전산통계학과 31 12 1 1 14      4 1   1  1  7 21
예체능 체육학과 31    8  8         8

공과 공학

식품생명공학과 25 10 1 1 12      3 1     1  5 17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기계공학전공 31 13 1 1 15      4 1   2 1 1  9 24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26 10 1 1 12      3 1   2 1 1  8 20

에너지공학전공 26 11 1 1 13      3 1   1 1 1  7 20

생명화학공학전공□교 23 9 1 1 11      3 1   1  1  6 17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95 15 32  47      9 4   6 2 2  23 70

전기공학전공□교 　 　 　 　

전자공학전공□교 □공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교 　 　 　 　

컴퓨터공학전공 33 4 7  11      3 1 　  1 1 1  7 18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공 20 9  1 10      2 1   1 1 1  6 16

건축학전공(5년) 20 2 8  10      2 1   1  1  5 15

교육
인문

·
사회

초등교육과 114 30 31  61      12    2  2  16 77

수의과 자연 수의예과 40 9 8  17      2    1  1  4 21
간호 자연 간호학과□교 70 12 22  34      7    1 1 1  10 44

예술
디자인 예체능

음악학부□교 　 　 　 　 　 　 　 　 　 　 　 　 　 　 　 　 　

작곡전공 3   3    3         3

성악전공 6    6   1 7         7

피아노전공 9    4    4         4

관·현악전공 13    13   1 14         14

미술학과□교 29    17    17         17

산업디자인학부□교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23   7 2 1 10         10

문화조형디자인전공 23    7 2 1 10         10

미래
융합

자연 건강뷰티향장학과 10           10     29 39 39

인문
·

사회

관광융복합학과 10           10     29 39 39

부동산관리학과 10           10     28 38 38

실버케어복지학과 10           10     28 38 38
의과 자연 의예과 40 14 6  20      0 20

계 2,110 578 273 39 890 57 2 16 4 79 226 56 40 6 80 31 59 114 612 1,581

비율 24.0 11.4 1.6 37.0 2.4 0.1 0.7 0.2 3.4 9.4 2.3 1.7 0.2 3.3 1.3 2.5 4.7 25.4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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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

◦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주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 체육특기자전형은 종목별로 선발함
  - (체육교육과) 육상 1명, 볼링<남자> 2명, 수영 1명

  - (체육학과) 태권도 2명, 검도 2명, 골프 2명, 배드민턴 2명

◦ 모집단위명의 ‘□교 ’는 교직과정, ‘□공 ’은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임

   〈교직과정 설치 학과〉

대학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
인원 대학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
인원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 3 해양
과학
대학

해양생명과학과 수산․해양 2

영어영문학과 영어 3 해양산업경찰학과 항해 2

독일학과 독일어 2
자연
과학
대학

생물학과 생물 2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3

 패션의류학과  의상 2중어중문학과 중국어 3
 생활환경복지학부  가정 3사학과 역사 3

사회학과 일반사회 3

공과
대학

생명화학공학전공 화공 2
철학과 철학 2 전기공학전공 전기 1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일반사회 2 전자공학전공 전자 1

경상
대학

경영학과 상업 3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통신 1

관광경영학과 관광 5 간호
대학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4

생명
자원
과학
대학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자원․조경 2 예술
디자인
대학

음악학부 음악 3
원예환경전공 식물자원․조경 2 미술학과 미술 2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자원 1 산업디자인학부 디자인 4

  〈공학교육인증 참여 학과〉 

   - 해양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의예과 · 수의예과는 예과 2년 과정 수료 후 본과(4년 과정)로 진급함

◦ 건축학부에 개설된 전공 중 건축공학전공은 4년 과정, 건축학전공은 5년 과정임

◦ 모집단위 중 “학부” 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이 있으며, 전공 배정은 「제주대학교 학칙」에 따라 2학년 
진급 시 결정됨

◦ 수의예과는 동물실습을 하는 학과 특성에 따라 색맹, 색약 등 행동지연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 간호학과는 의료기관에서 실습교과목에 대한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학과이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 자연공학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색각 이상인 자는 학업이수 · 졸업 후 해당 분야 자격취득
· 진로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 교육대학 초등교육과는 필수교과목 중 다음과 같은 예· 체능실기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 체육실기 : 기계체조(매트,뜀틀,철봉,평균대운동등), 육상(달리기,던지기,뜀뛰기등),구기, 무용, 수영등
 - 음악실기 : 피아노 반주, 국악, 가창, 시창, 청음, 기악, 음악감상 등 
 - 미술실기 : 회화(소묘, 수채화, 판화 등),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등

◦ 의료과정(의학, 간호학) 평가·인증 결과
 - (의학) 2015년 의학교육 인증평가 최고등급 “6년 인증기간” 획득
   · 인증기간 : 2016. 3.1.~2022.2.28.(6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간호학) 2014년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기간” 획득

   · 인증기간 : 2014.12.12.~2019.12.11.(5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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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학원서 접수

1. 원서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2019. 9. 6.(금) 09:00 ~ 9. 10.(화)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홈페이지 접속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 원서접수 대행기관 통합회원 가입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 회원가입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입학원서 작성
원서접수에 필요한 정보 입력(인적사항, 전형, 모집단위 등)

 ※ 실기·면접고사 실시 전형은 사진 첨부(그 외 전형은 제외) 
▼

입학원서 확인 및 

자기소개서 작성

입학원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자기소개서는 입력기간에 수정 가능
▼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전형료 결제 후 입학원서 수정 및 접수 취소 불가 
▼

접수완료 및 수험표 출력
수험번호 확인 및 수험표 출력 보관

 ※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대상자는 당일 반드시 지참
▼

서류제출 및 자기소개서 수정

※ 대상자에 한함

라벨출력(발송봉투용 라벨, 제출서류용 라벨), 부착 후 제출 
 ※ 발송용 봉투 라벨 ☞ 서류 봉투 겉면 
 ※ 제출서류 라벨 ☞ 서류 하단 여백
자기소개서 수정(자기소개서 입력 기간내)

▼

제출서류 도착확인 도착완료, 미비 서류등 조회(수험번호 필요) 

다. 제출서류 마감 : 2019. 9. 19.(목) 18:00,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도착분에 한함(방문 또는 등기우편)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등 모집요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접수된 서류(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는 수정

할 수 없으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서접수 전에 기재(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ibsi.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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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인터넷 접속자가 많아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하루 전에 미리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학원서 접수 시 수능 원서접수 후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능 원서에 기재한 성명 ·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입학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필요)

마.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하며, 실기고사가 실시되는 모집단위(음악학부, 미술

학과, 산업디자인학부, 체육학과, 체육교육과)와 면접고사가 실시되는 의예과,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 지원자는 증명사진 파일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2019. 9. 19.(목) 18:00까지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로 

서류를 제출(도착)하여야 하며, 제출(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사.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사이트의 ‘수험표 출력’ 메뉴에서 수험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의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그 밖의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정해진 분량을 지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공인어학성적 

및 교외 수상실적 등을 작성했을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사. 부모직업기재 금지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
직장명 · 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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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생부교과 전형

1.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전형)

가. 모집인원 : 578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에 따라 학생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적용(다만, 야간 모집단위는 미적용)

※ 모집요강 63쪽 「Ⅷ. 수능 최저학력기준」 참조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학생부(교과) 면접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전 모집단위
(의예과 제외)

일괄
합산

100% 840점 160점 1,000점 1,000점

의예과

1단계 500% 840점 160점 1,000점 1,000점

2단계 100% 588점
112점
(50%)

700점 190점
110점
(50%)

300점 1,000점

2) 의예과 면접고사 : 지원자별 아래 평가영역에 대하여 15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영역 의사관 교양 및 예절 표현력 언어표현 계

최고점 75 75 75 75 300점

최저점 45 50 45 50 190점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 의예과는 2단계 전형 시 7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마.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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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선발

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다만, 야간 모집단위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② 초등교육과는 최초 합격자에 한정하여 남･여 어느 한 성이 모집인원의 

70%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남･여 비율을 적용하여 합격자를 선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성이 30%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은 

다른 성에서 선발함

③ 의예과는 1단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500%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고,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2단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예비후보자 

선발

①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② 초등교육과 예비후보자는 최초 합격자 선발과는 달리 남·여 비율을 적용

하지 않고 선발함

③ 의예과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합격자와 면접고사 불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모두를 예비후보자로 선발

동점자 

선발

① 전 모집단위(의예과 제외)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② 의예과 : 면접고사 성적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 환산점수를 각 동점자 선발 순서별 성적으로 적용

 ※ 1개 또는 2개 학년이 없는 경우 고학년부터 1순위 적용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자 전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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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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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

가. 모집인원 : 273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방송통신고, 국제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적용

※ 모집요강 63쪽 「Ⅷ. 수능 최저학력기준」 참조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학생부(교과) 면접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전 모집단위
(의예과 제외)

일괄
합산

100% 840점 160점 1,000점 1,000점

의예과

1단계 300% 840점 160점 1,000점 1,000점

2단계 100% 588점
112점
(50%)

700점 190점
110점
(50%)

300점 1,000점

2) 의예과 면접고사 : 지원자별 아래 평가영역에 대하여 15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영역 의사관 교양 및 예절 표현력 언어표현 계

최고점 75 75 75 75 300점

최저점 45 50 45 50 190점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 의예과는 2단계 전형 시 7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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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② 초등교육과는 최초 합격자에 한정하여 남･여 어느 한 성이 모집인원의 
70%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남･여 비율을 적용하여 합격자를 선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성이 30%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은 
다른 성에서 선발함

③ 의예과는 1단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300%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고,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2단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예비후보자 

선발

①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② 초등교육과 예비후보자는 최초 합격자 선발과는 달리 남·여 비율을 적용
하지 않고 선발함

③ 의예과는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합격자와 면접고사 불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모두를 예비후보자로 선발

동점자 

선발

① 전 모집단위(의예과 제외)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② 의예과 : 면접고사 성적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 1개 또는 2개 학년이 없는 경우 고학년부터 1순위 적용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졸업 예정자인 경우 지원자격(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제주 지역 고교 재학 사실) 확인을 위해 고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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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교과(지역사회배려 전형)

가. 모집인원 : 39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① ∼ 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외국고교 출신자는 국내 고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함
 ※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에 따라 학생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가족관계증명서상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서 2019년 이후 
졸업(예정)자

 ※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 관계는 지원자가 고교 입학일 이전에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②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로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년 이상 
생활한 자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계속 생활하고 있는 자

 ③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해
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④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모(친부)가 결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였던 친부(모)가 친권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친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기준으로 함  

 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조업 실적이 있는 해녀(잠수 포함) 및 그 자녀

 ⑥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백혈병ž소아암 병력자 

 ⑦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증명서 상의 과목 최종 합격일) 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자로서 원서 접수 시작일 현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자

  - 야간 모집단위[(야)행정학과, (야)경영학과]에만 지원 가능 

[취업기관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산업체 근무경력(기간)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기간만 산정
※ 전‧후 근무처 재직기간 사이 미취업 일수가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근무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함
※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근무기간이 재학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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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적용(다만, 야간 모집단위는 미적용)

※ 모집요강 63쪽 「Ⅷ. 수능 최저학력기준」 참조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 :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학생부교과 최저~최고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840점~1,000점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다만, 야간 모집단위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예비후보자 

선발

◦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 전 모집단위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 환산점수를 각 동점자 선발 순서별 성적으로 적용

 ※ 1개 또는 2개 학년이 없는 경우 고학년부터 1순위 적용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자 전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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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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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제출
부수

①의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②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1.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2.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증명서

-해당 기관 각1부

③의 제주 4·3사건 유족 제주4·3사건희생자 유족 확인서 
-제주도청 4.3 지원과
 (064-710-8434)

1부

④의 다문화자녀

1. 주민등록등본(부모 기준)
2.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3.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4.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귀화자 : 기본증명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각 1부

⑤의 해녀(잠수) 및 그 자녀
1. [서식 1] 조업사실 확인서
2. 조업실적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어촌계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각 1부

⑥의 소아암 병력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추천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1부

⑦의 산업체 재직자
1. [서식 2] 산업체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부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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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기위주 전형

1. 실기(일반학생 전형)

가. 모집인원 : 57명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고

예술디자인

대학

음악학부 

작곡전공 3 

성악전공 6 

피아노전공 4 

관·현악전공 13 

미술학과 17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7

문화조형디자인전공 7

계 57

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외국고교 출신자는 국내 고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함

 ※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에 따라 학생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

일괄
합산

100% 420점
80점
(14%)

500점 0점
500점
(86%)

500점 1,000점

※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 실기고사 취득점수가 총점(500점)의 60%(300점)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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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기고사 반영방법

음악학부

구분 실기과제 비율 배점 시간 비고

작  곡 작곡실기 100% 500점 3시간

-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 형식의 
피아노곡 쓰기

- 반드시 화성진행 표기

- 개인준비 : 연필, 지우개, 자

성  악
이태리가곡 1곡 50% 250점 1인당 

10분이내

-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

- 타악기 전공은 시험 당일 악보 
제출

- 피아노 반주가 필요할 때는 
각자 반주자 동반

- 개인준비 : (관·현악)개인악기
※(피아노) 빠른 악장 반복 없이 연주
※(관·현악) 빠른 악장 한 악장 연주

독일가곡 1곡 50% 250점

피아노
Chopin Etüde 1곡 50% 250점 1인당 

10분이내Beethoven Sonata 1곡 50% 250점

관·현악 자유곡 1곡 100% 500점
1인당 

10분이내

미술학과

실기과제 비율 배점 시간 비고

인체소묘
- 당일 제시된 인물(착의전신)
- 연필소묘 
- 화용지(3절)

100% 500점 4시간
- 개인준비 : 연필 소묘 도구
 ※ 화용지(3절), 화판 및 이젤은 

대학에서 제공 

산업디자인

학부

실기과제 비율 배점 시간 비고

- 발상과 표현(4절),
기초디자인(4절)중 택 1

- 세부주제는 고사당일 제시
100% 500점 4시간

▪발상과 표현 
  : ‘구상주제’와 ‘추상주제’로 구성
▪기초디자인 
  : 기초디자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해석과 표현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다만, 야간 모집단위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예비후보자 

선발

◦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 전 모집단위 : 실기고사 성적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 환산점수를 각 동점자 선발 순서별 성적으로 적용

 ※ 1개 또는 2개 학년이 없는 경우 고학년부터 1순위 적용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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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자 전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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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기(지역인재 전형)

가. 모집인원 : 2명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

계 2

나. 지원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예정)일까지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방송통신고, 국제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적용

모집단위  
필수응시 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반영방법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체육교육과 가점반영 ○
○

(가/나형)
○ Ⅹ

국어·수학‧영어 중

상위 2개 합 8등급 이내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체육교육과
일괄
합산

100% 672점
128점
(46%)

800점 50점
150점
(54%)

200점 1,000점

※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3) 실기고사 반영방법

실기과제 비율 점수 비  고

기초체력
(5개 종목)

  20m왕복달리기(20m*4회) 20% 40점
- 기록별 점수는 [표]‘기초체력

검사 평가기준’에 의함

- 기상악화(눈,비)에 관계없이 
전 종목 진행

  서서윗몸앞으로굽히기 20% 40점
  제자리높이뛰기 20% 40점
  농구(레이업 슛) 20% 40점
  배구(언더핸드, 오버핸드 토스) 20% 40점

5개 종목 100%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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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체력검사 평가기준

점수
종목

구분 40 37 34 31 28 25 22 19 16 13 10

20m왕복달리기
(초)

남
14“5
이하

14“6
～

14“9

15“0
～

15“3

15“4
～

15“7

15“8
～

16“1

16“2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7

17“8
～

18“1

18“2
이상

여
16“5
이하

16“6
～

16“9

17“0
～

17“3

17“4
～

17“7

17“8
～

18“1

18“2
～

18“5

18“6
～

18“9

19“0
～

19“3

19“4
～

19“7

19“8
～

20“1

20“2
이상

서서윗몸앞으로
굽히기(cm)

남
30

이상
29 28 27 26 25 24

23
～
22

21
～
20

19
～
18

17
이하

여
35

이상
34 33 32 31 30 29

28
～
27

26
～
25

24
～
23

22
이하

제자리높이뛰기
(cm)

남
72

이상

71
～
69

68
～
66

65
～
63

62
～
60

59
～
56

55
～
51

50
～
46

45
～
41

40
～
36

35
이하

여
65

이상

64
～
62

61
～
59

58
～
56

55
～
53

52
～
49

48
～
44

43
～
39

38
～
34

33
～
29

28
이하

농구
(개/2분)

남
21

이상
20 19 18 17 16 15

14
～
13

12
～
11

10
～
9

8
이하

여
17

이상
16 15 14 13 12 11

10
～
9

8
～
7

6
～
5

4
이하

배구
(개/1분)

남
44

이상
43 42 41 40 39 38

37
～
36

35
～
34

33
～
32

31
이하

여
46

이상
45 44 43 42 41 40

39
～
38

37
～
36

35
～
34

33
이하

기초체력검사 측정 방법

20m왕복달리기
(초)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① 출발선에서 출발신호가 울린 후 맞은편에 놓여 있는 버튼을 터치함
 ②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와 놓여 있는 버튼을 터치함
 ③ 다시 반대편으로 되돌아가 놓여 있는 버튼을 터치한 후 출발선으로 되돌아 옴

2. 기록은 출발 신호로부터 총 80m 이동거리를 자동시스템에 계시되는 기록에 
의해 1/10초 단위로 기록함

3. 파울 및 실격자에 대한 처리
 ① 부정 출발을 한 경우 파울로 처리함 
 ② 1차시기 측정 시 파울로 판정될 경우 한번만 재시기를 부여함
 ③ 2회 파울 판정이 난 경우 실격 처리함
 ④ 실격자는 최하점수를 부여함

서서윗몸앞으로
굽히기(cm)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① 양발을 가지런히하여 다리를 곧게 펴고 서 있어야 함
 ②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두 손을 아래로 

곧게 뻗음
 ③ 두 손 끝으로 측정 계기판(자)을 밀어 정지된 상태(1초 이상)에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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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은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cm 단위로 기록함(소수점 이하 버림)

3. 파울 및 실격자에 대한 처리
 ① 무릎을 굽히거나 반동을 주어 측정한 경우 파울로 처리함
 ② 2회 파울 판정이 난 경우 실격 처리함
 ③ 실격자는 최하점수를 부여함

제자리높이뛰기
(cm)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① 손끝에 마그네슘 가루를 묻힘
 ② 수험생은 측정판 바로 밑에서 양발을 모아 바른 자세로 서고, 한 손을 

머리 위로 뻗어 팔을 귀에 붙인 상태에서 손끝의 마그네슘 가루를 
측정판에 표시함

 ③ 측정 자세를 표시할 때 무릎과 허리, 팔을 굽히지 않도록 해야 함
 ④ 약 20cm 떨어진 곳에서 발구름 없이 가능한 높이 뛰어 올라 측정판에 

손끝을 쳐서 표시함

 ⑤ 뛰어올라 찍은 점과 처음 표시한 점 사이의 수직거리를 기록함

2. 기록은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cm 단위로 기록함(소수점 이하 버림)

3. 파울 및 실격자에 대한 처리
 ① 발구름을 하여 측정한 경우 파울로 처리함
 ② 2회 파울 판정이 난 경우 실격 처리함
 ③ 실격자는 최하점수를 부여함

농구
(개/2분)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① 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6.75m되는 45°지점의 오른쪽 고깔의 출발
선에서 레이업슛을 시작함

② 오른쪽 방향에서 오른손 레이업슛을 실시한 후 왼쪽 고깔로 드리블하여 이동함
③ 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6.75m되는 45°지점의 왼쪽 고깔을 안에서 밖으로 

통과하여 레이업 슛을 실시함(레이업 슛만 허용)
④ 왼쪽 방향에서 왼손 레이업슛 실시 후 오른쪽 고깔로 드리블하여 이동함 
⑤ ❶~❹번 같은 순서를 반복하여 2분간 실시함
⑥ 드리블이나 레이업 슛 실시 중 공이 엔드라인 혹은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라인 밖에서 두 손으로 잡아 공이 나간 지점에서 이어서 
실시해야 함

⑦ 레이업 슛 시행 시 점프해야 하며, 성공 시 1골당 1점으로 계산함
⑧ 기회는 1회로 제한함

2. 기록은 2분 동안 정해진 규칙에 의해 레이업 슛을 실시, 성공한 개수를 
1골당 1점으로 합산하여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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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울 및 실격자에 대한 처리
① 오른쪽 방향에서의 레이업슛 시에는 반드시 오른손 레이업슛을 실시

해야 하며, 왼쪽 방향에서의 레이업슛 시에는 반드시 왼손 레이업슛을 
실시해야 함. 이를 어기면 해당 골은 인정하지 않음

② 더블드리블과 워킹을 포함한 파울을 했을 때 골인은 인정하지 않음
    (농구의 일반적인 규정 적용)
③ 드리블을 하지 않고 공을 굴리거나 던져 놓고 이동할 경우 해당 시기는 

무효 처리함
④ 골을 성공 시킨 후, 다음 동작부터 그 다음 레이업슛을 시도하는 

도중에 파울이 발생할 경우 골이 들어갔어도 유효 골 개수에 포함
하지 않음

⑤ 파울을 범한 후 무효 골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의로 공을
잡고 달리거나 백보드에 던질 경우 바로 실격 처리함

⑥ 수험생은 반드시 ❶~❹의 정해진 순서에 의해 실시를 하며, 이를 어기면 
횟수 당 1점씩 감점함

⑦ 실격자는 최하점수를 부여
※ 더블드리블과 워킹 규정은 농구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모든 규정을 적용함

배구
(개/1분)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함

① 지름 3.6m 원 안에서 언더 토스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가면서 1분간 실시함
② 남학생은 3.3m, 여학생은 3m의 높이로 설치된 H-bar보다 높이 공을 

토스해야 함
③ 처음 시작 시 던진 공을 토스한 것은 셈하지 않으며, 두 번째 토스부터 셈함
④ 공을 떨어뜨려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두 번째 토스부터 셈함 

2. 기록은 1분 동안 정해진 규칙에 의해 토스를 실시, 성공한 개수를 합산
하여 기록함

3. 파울 및 실격자에 대한 처리
① 두 발 모두 3.6m의 원을 넘어서서 토스할 경우 셈하지 않음 
② 오버토스에서 홀딩이 일어날 경우 셈하지 않음
③ 언더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지 않고, 한 가지 동작을 

연속할 경우 셈하지 않음
④ 실격자는 최하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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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예비후보자 

선발

◦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 전 모집단위 : 실기고사 성적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 1개 또는 2개 학년이 없는 경우 고학년부터 1순위 적용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졸업 예정자인 경우 지원자격(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제주 지역 고교 재학 사실) 확인을 위해 고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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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기(예체능특기자 전형)

가. 모집인원 : 16명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육상 1 
볼링(男) 2 
수영 1 

자연과학

대학
체육학과

태권도 2　
검도 2
골프 2
배드민턴 2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2
문화조형디자인전공 2 

계 16

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다음 각 모집단위에서 정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외국고교 출신자는 국내 고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취득한 성적에 따라 산출 가능한 성적이 있어야 함

 ※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에 따라 학생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모집단위 지원자격

체육교육과

(육상, 볼링(男), 수영)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고교 졸업생인 경우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등 제주대학교에서 인정하는「체육특기자종목별 
인정대회」에서 4위(4강) 이내 입상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주최(주관)기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회명칭이 바뀌었을 때에는 기

존대회와 동일하게 인정
 ※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 붙임 1과 같음

체육학과

(태권도, 검도, 배드민턴)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고교 졸업생인 경우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등 제주대학교에서 인정하는「체육특기자종목별 
인정대회」에서 4위(4강) 이내 입상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주최(주관)기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회명칭이 바뀌었을 때에는  

기존대회와 동일하게 인정
 ※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 붙임 2와 같음

체육학과 

(골프)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고교 졸업생인 경우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등 제주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종목별 인정대회」에서 개인전 또는 단체전 16위 이내 
입상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투어프로ㆍ프로 또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정회원ㆍ준회원

 ※ 주최(주관)기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회명칭이 바뀌었을 때에는 기
존대회와 동일하게 인정

 ※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 붙임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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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일괄
합산

100% 420점
80점
(16%)

500점 80점
420점
(84%)

500점 1,000점

산업디자인학부
일괄
합산

100% 420점
80점
(35%)

500점 350점
150점
(65%)

500점 1,000점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3) 입상실적 반영방법

모집단위 지원자격

산업디자인학부 

- 고등학교 재학 중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의 장, 교육감, 한국디자인진흥원, 4년제 대학이 주최한 산업
디자인분야 각종 대회 및 공모전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일(성적증명서의 과목 최종 합격 연월일) 
이전 3년 이내 입상 실적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입상실적은공모전을포함하여모두개인입상만인정(단체입상제외)

모집단위 지원자격

체육교육과

(육상, 볼링(男), 

수영)

구분 1위 2위 3위 4위

전국체육대회 300점 240점 180점 120점

전국규모대회 200점 160점 120점 80점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 1개씩만 반영

 - 『전국규모대회』는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중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대회를 말함

체육학과

(태권도, 검도, 

배드민턴)

구분 1위 2위 3위 4위

전국체육대회 300점 240점 180점 120점

전국규모대회 200점 160점 120점 80점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 1개씩만 반영

 - 『전국규모대회』는 「체육학과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중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대회를 말함



- 25 -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모집단위별(체육교육과, 체육학과는 종목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구분 체육특기자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예능특기자
(산업디자인학부)

1순위 전국체육대회 점수 입상실적 점수

2순위 전국규모대회 점수 3학년 학생부 성적 

3순위 3학년 학생부 성적 2학년 학생부 성적

4순위 2학년 학생부 성적 1학년 학생부 성적

5순위 1학년 학생부 성적 -

 ※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 환산점수를 각 동점자 선발 순서별 성적으로 적용

 ※ 1개 또는 2개 학년이 없는 경우 고학년부터 1순위 적용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다만, 체육특기자인 경우 제주대학교 전형위원회에서 결정

 

모집단위 지원자격

체육학과 

(골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전국체육대회 300 270 25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5 120

택1

전국규모대회 200 180 160 140 135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90 85 80

프로골프
자격증

KPGA∙KLPGA투어프로∙정회원 KPGA∙KLPGA 프로∙준회원

200 120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 1개씩만 반영

 - 『전국규모대회』는 「체육학과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중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대회를 말함

산업디자인학부 

구분 인정대회 입상 등위 배점

A그룹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국 4년제 대학,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한 대회

1위 500점
2위 475점
3위 450점

B그룹
광역자치단체장, 도(광역시 포함)교육청이 
주최한 대회

1위 450점
2위 400점
3위 350점

※ 입상 등위는 모두 개인 입상(단체입상 제외)만 인정(공모전 포함)

※ 등위는 수상 명칭에 관계없이 대회 주최기관에서 수여하는 1위·2위·3위상으로 구분 

※ 대회 입상실적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실적 1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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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자 전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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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대회명 주최

육상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춘계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추계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KBS 전국육상경기대회 KBS᛫대한육상경기연맹
한국청소년육상경기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전국구간마라톤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경기도육상경기연맹
코오롱 고교구간마라톤대회 코오롱᛫KBS᛫대한육상경기연맹
대통령기 전국통일역전경주대회 경향신문사᛫대한육상경기연맹
부산-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 한국일보᛫일간스포츠
과천 전국고교10km대회 과천시, 경기도육상경기연맹
평창 대관령전국고교10km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목포 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대구전국실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전국체육고등학교장회

볼링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대한볼링협회

KBS 전국우수고교볼링대회 KBS, 대한볼링협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볼링대회 대구광역시, 대한볼링협회

수영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대한수영연맹
동아수영대회 동아일보사ž대한수영연맹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수영대회 해군본부ž대한수영연맹
아산기 전국수영대회 대한수영연맹
MBC배 수영대회 MBCž대한수영연맹
아레나 코리아오픈 수영대회 대한수영연맹
회장배 겸 KBS배전국수영대회 대한수영연맹
제주 한라배전국수영대회 대한수영연맹
김천 전국수영대회 대한수영연맹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전국체육고등학교장회

※ 위 목록에 없는 대회인 경우 제주대학교 전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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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종목별
인  정  대  회  목  록

대   회   명 주         최

태권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용인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용인대학교ž대한태권도협회

5.18 민중항쟁추모기념시장기전국남녀고교대회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대회 중고연맹ž대한태권도협회

협회장기 전국남녀단체대항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단체대항대회 경희대학교ž대한태권도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중고대회 대한태권도협회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대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대한태권도협회
청소년 국가대표선발대회 대한태권도협회

평화기 전국 중․고 태권도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검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SBS배 전국검도왕대회 대한검도회, SBS
춘계 중.고등학교검도대회 대한검도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장기 전국고등학교검도대회 대한검도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대구대학교총장기 전국고등학교검도선수권대회 대한검도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장기 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 대한검도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중·고검도대회 대한검도회
8.15광복절기념 문화관광부장관배 대한검도회
이충무공탄신기념 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 대한검도회
미르치과기 전국여자검도선수권대회 대한검도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대한검도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검도고교상비군 대한검도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대한검도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골프

전국체육대회 골프부경기(국내부) 대한골프협회
올림픽 골프부 경기(남자부) 대한골프협회
올림픽 골프부 경기(여자부) 대한골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퀸시리키트컵 아시아태평양 여자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박카스배 SBSGOLF 전국시도 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참마루건설배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호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강민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대보그룹배 매경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코오롱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일송배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대한골프협회



- 29 -

※ 위 목록에 없는 대회인 경우 제주대학교 전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종목별
인  정  대  회  목  록

대   회   명 주         최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챔피언십 대한골프협회
한국C&T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르꼬끄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스포츠조선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건국대학교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YG CUP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

배드

민턴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한국초등학교/중고배드민턴연맹회장기전국학생선수권대회 대한배드민턴협회
전국 봄철 종별배드민턴리그전(중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전국 여름철 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대한배드민턴협회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대한배드민턴협회
전국 가을철 종별선수권대회(중고) 대한배드민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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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기(농어촌학생 전형)

가. 모집인원 : 4명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고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1

관·현악전공 1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1
문화조형디자인전공 1

계 4

나. 지원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18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① (6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부모·학생 모두가 거주한 자

② (12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이란「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말함

※ 유의사항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해당 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위장 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해당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년 과정 이수자) 세부지원 자격

  

구분 세부내용

사망‧실종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

입양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

지원 자격 예시

지원 자격 가능 여부
수험생과 부모가 함께 살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
수험생과 부모의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읍/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변동 된 경우
②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동 된 경우
③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변동 된 경우

① 가능
② 불가능
③ 불가능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 소재지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 된 경우
① 중학교 재학 중 변경되어 고등학교를 동으로 변경 된 기존 지역에서 다닌 경우
② 중학교 재학 중 변경되어 고등학교를 다른 읍/면 지역으로 옮겨서 다닌 경우

① 불가능
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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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음악학부
산업디자인학부

일괄
합산

100% 420점
80점
(14%)

500점 0점
500점
(86%)

500점 1,000점

※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 취득점수가 총점(500점)의 60%(300점)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58쪽 「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참조

3) 실기고사 반영방법

음악학부

구분 실기과제 비율 배점 시간 비고

피아노

Chopin Etüde 1곡 50% 250점
1인당 

10분이내

-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
- 타악기 전공은 시험 당일 

악보 제출
- 피아노 반주가 필요할 때는 

각자 반주자 동반
※ (피아노전공) 빠른 악장 

반복 없이 연주
※(관·현악전공) 빠른 악장 한 

악장 연주

Beethoven Sonata 1곡 50% 250점

관·현악 자유곡 1곡 100% 500점
1인당 

10분이내

산업디자인

학부

실기과제 비율 배점 시간 비고

- 발상과 표현(4절),
기초디자인(4절)중 택 1

- 세부주제는 고사당일 제시
100% 500점 4시간

▪발상과 표현 
  : ‘구상주제’와 ‘추상주제’로 구성
▪기초디자인 
  : 기초디자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해석과 표현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예비후보자 

선발

◦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 전 모집단위 : 실기고사 성적 → 3학년 학생부 성적 → 2학년 학생부 성적 

→ 1학년 학생부 성적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전형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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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 고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고교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6년 과정 이수자

(부모·본인) 중·고 재학

1. [서식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서 1부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3.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및 주소변경내역 포함)
각1부

4.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부·모 이혼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본인기준)

 - 부·모 사망 : 사망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입양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각1부

12년 과정 이수자
(본인) 초·중·고 재학   

1. [서식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서 1부

 2.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1부
3.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및 주소변경내역 포함)
1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고교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음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사.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서류(고교 졸업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농어촌학생전형
최종등록자 중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6년 과정 

이수자

 1. 고교 졸업증명서(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1부

2.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내역 포함, 고교 졸업이 이후 발급)

각1부

12년 과정 
이수자   

 1. 고교 졸업증명서(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1부

2.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내역 포함, 고교 졸업이 이후 발급)

1부

추가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목적 : 졸업예정자의 지원자격(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 재학·거주) 사실 확인
◦ 제출기한 : 2020.2.2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고교 졸업이전에 농어촌지역 외 주소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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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생부종합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요약

1.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1)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 서류·면접 2단계 평가(서류 70% + 면접 30%)

2)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평생학습자/재직자1/농어촌학생/특성화고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재직자2 전형) : 서류평가(서류 100%)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평가 방법

1) 서류평가

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

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자기소개서 문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3문항)+대학자율문항(1문항)

    ※ 평생학습자, 재직자1·2 전형은 대학자율문항 1문항만 적용

2) 면접평가 

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1단계 평가자료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평가영역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 인성 관련 지필문제 및 발표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면접 방법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당 15분 내외로 개별면접 실시

다) 면접 절차

    

면접 대기실

➡

면접 평가

대기실 입실 면접실 입실

 
본인 확인 및 진행사항 안내

질의 응답(15분 내외)

가번호 추첨 


퇴실
가번호 순서대로 입실

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영역

가. 전공적합성

희망 전공의 선택 동기와 전공탐색 노력 등 전공 관심도와 전공 관련 교과의 

학습경험·학업성취도 등 학업수행역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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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주도성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리더십 등 대학 진학 후 대학생활 

및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

다. 인성·공동체기여도

도덕성과 책임감 등 인성영역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배려심과 소통 능력 등 

공동체 기여영역에 대한 내용을 평가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영역별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가.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비율)

서류 면접

전공적합성

태도 전공 관심도

§ 희망 전공에 대한 선택 동기가 명확하고, 지속적인 
전공 탐색 노력을 하였는가?

§ 희망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업을 수행할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10%

30%

내용

기초지식 
및 학업역량

§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학습경험과 학업 성취도가 
대학에서학업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보여주는가?

30%

전공 관련 활동 §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꾸준히 참여 하였는가?

자기주도성

태도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가?

§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추었으며 학교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15%

30%

문제해결능력

§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그를 통해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가?

내용

성실성

§ 학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였는가?

§ 전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고르게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15%

리더십
§ 학급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이끄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인성·공동체
기여도

태도 인성

§ 도덕성과 품성을 갖추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는가?

§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끈기를 가지고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15%

40%

내용 공동체 기여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배려를 
실천하였는가?

§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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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부종합(기회균형, 재직자1,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비율)

전공적합성

태도 전공 관심도

§희망전공에대한선택동기가명확하고, 지속적인전공 탐색 
노력을 하였는가?
§희망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업을 
수행할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10%

내용

기초지식 및 
학업역량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학습경험과 학업 성취도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가? 30%

전공 관련 활동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꾸준히 참여 하였는가?

자기주도성

태도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자신의목표를이루기위해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였는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었으며, 학교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15%

문제해결능력
§직면한문제에대한창의적인해결능력을갖추고있는가?
§역경을극복한경험이있으며그를통해극복의지가드러나는가?

내용
성실성

§학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였는가?
§전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고르게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15%

리더십
§학급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이끄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인성·공동체
기여도

태도 인성
§도덕성과 품성을 갖추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는가?
§자신이맡은일에책임감과끈기를가지고충실히수행하였는가?

15%

내용 공동체 기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배려를 실천하였는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15%

 다. 학생부종합(평생학습자, 재직자2 전형)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비율)

전공적합성

태도 전공 관심도

§희망 전공에 대한 선택 동기가 명확하고, 지속적인 전공탐색 
노력을 하였는가?
§희망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학업을 
수행할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10%

내용

기초지식 및 
학업역량

§희망 전공 관련 교과의 학습경험과 학업 성취도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가? 30%

전공 관련 활동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꾸준히 참여 하였는가?

자기주도성

태도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자신의목표를이루기위해많은시간과노력을기울였는가?

15%
문제해결능력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역경을극복한경험이있으며그를통해극복의지가드러나는가?

내용
성실성

§학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였고, 전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고르게 나타나는가?

15%
리더십

§학급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이끄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인성·공동체
기여도

태도 인성
§도덕성과 품성을 갖추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는가?
§자신이맡은일에책임감과끈기를가지고충실히수행하였는가?

15%

내용 공동체 기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배려를 실천하였는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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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

가. 모집인원 : 226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교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내 고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국내고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
단계

선발
인원

서류평가 면접 전형
총점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기본

점수
실질반영
점수(비율) 계

전 모집단위
1단계 300% 400점 600점 1,000점 1,000점

2단계 100% 280점
420점
(70%)

700점 120점
180점
(30%)

300점 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 2단계 적용 시 7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3) 면접평가 방법 : 지원자별 아래 평가영역에 대하여 15분 내외로 면접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30% 30% 40% 100%

최 고 점 90점 90점 120점 300점

최 저 점 36점 36점 48점 120점

   ※ 면접평가 성적이 150점(3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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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1단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하고,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선발 

(2단계) 2단계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합격자와 면접 불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모두를 

예비후보자로 선발

동점자 

선발

(1순위) 면접평가 성적 우수자

(2순위)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3순위) 면접평가 영역 중 ‘인성･공동체기여도’ 고득점자

(4순위) 서류평가 영역 중 ‘인성･공동체기여도’ 고득점자

(5순위) 서류평가 영역 중 ‘전공 적합성’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각1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기간 내 입력

   - 입력기간 : 2019.9.6.(금) 09:00 ∼ 9.19.(목) 18:00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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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전형)

가. 모집인원 : 56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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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① ∼ 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8호(다만, 제10호 

참전유공자 제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녀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녀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자녀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 순직군경

(공무원)·공상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⑨ 만 30세 이상인 만학도(2020.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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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 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태도’ 부분 고득점자

(4순위) ’인성 · 공동체 기여도’ 영역 중 ‘태도’ 부분 고득점자

(5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중 ‘내용’ 점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교 
졸업(예정)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각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국외 고교
졸업(예정)

- 지원자 전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외국고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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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제출
부수

①의

저소득

공통
1.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2. 주민등록등본

-읍ž면ž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각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장애인연금부가급여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자활근로대상 - 자활근로자확인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계층확인서 발급 - 차상위계층확인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1부

② ~ ⑧의 국가보훈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관할(지)청 1부

⑨의 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읍ž면ž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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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종합(평생학습자 전형)

가. 모집인원 : 40명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고

미래융합대학

건강뷰티향장학과 10

관광융복합학과 10

부동산관리학과 10

실버케어복지학과 10

계 40

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2020. 3. 1. 기

준 만 30세 이상인 자(만학도)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3) 서류평가 시 연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연령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가산점 1 2 3 4

   ※ 가산 후 서류평가 점수가 1,000점이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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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위원회에서 결정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교 
졸업(예정)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각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2.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3.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각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자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각1부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2.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각1부

국외 고교
졸업(예정)

- 지원자 전원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2. 외국고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각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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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재직자1 전형)

가. 모집인원 : 6명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비고
사회과학대학 (야)행정학과 3

경상대학 (야)경영학과 3
계 6

나.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통산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특성화(전문계) 학과 졸업자  

④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는 입학일(2020. 3. 1.)

기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일 기준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불합격 처리함

※ 산업체 적용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입학일(2020. 3. 1.)기준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병역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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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야)행정학과,

(야)경영학과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3) 서류평가 시 재직경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재직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가산점 1 2 3 4

   ※ 가산 후 서류평가 점수가 1,000점이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고득점자

(4순위) 재직경력이 많은 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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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교 
졸업(예정)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작성)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2.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각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

· 상시근로자가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재직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재직자

1. [서식 8] 산업체 재직증명서 

2.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각1부

4대 보험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

 - 공적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영농사실 확인서(읍, 면, 동장 직인 날인)

 - 농지원부 등본(농지원부 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

1부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각1부

군 경력 합산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합격자는 추가로 2020. 3. 1.(일) 기준 재직증명서를 2020. 3. 11.(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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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전형)

가. 모집인원 : 80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① (6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부모·학생 모두가 거주한 자

② (12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이란「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말함

※ 유의사항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해당 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위장 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사유가 해당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년 과정 이수자) 세부지원 자격

  

구분 세부내용

사망‧실종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

입양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

지원 자격 예시

지원 자격 가능 여부

수험생과 부모가 함께 살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

수험생과 부모의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읍/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변동 된 경우
②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동 된 경우
③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변동 된 경우

① 가능
② 불가능
③ 불가능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 소재지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 된 경우
① 중학교 재학 중 변경되어 고등학교를 동으로 변경 된 기존 지역에서 다닌 경우
② 중학교 재학 중 변경되어 고등학교를 다른 읍/면 지역으로 옮겨서 다닌 경우

① 불가능
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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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태도’ 부분 고득점자

(4순위) ’인성 · 공동체 기여도’ 영역 중 ‘태도’ 부분 고득점자

(5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중 ‘내용’ 점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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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 고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고교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6년 과정 이수자

(부모·본인) 중·고 재학

1. [서식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서 1부
2. [붙임 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3.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4.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및 주소변경내역 포함)
각1부

5.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부·모 이혼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본인기준)

 - 부·모 사망 : 사망일이 표기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입양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1부

12년 과정 이수자
(본인) 초·중·고 재학   

1. [서식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서 1부
2. [붙임 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3.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1부
4.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및 주소변경내역 포함)
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사.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서류(고교 졸업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농어촌학생전형
최종등록자 중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6년 과정 

이수자

 1. 고교 졸업증명서(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1부
2.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내역 포함,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각1부

12년 과정 
이수자   

 1. 고교 졸업증명서(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1부
2.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내역 포함,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1부

추가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목적 : 졸업예정자의 지원자격(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 재학·거주) 사실 확인
◦제출기한 : 2020.2.2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고교 졸업이전에 농어촌지역 외 주소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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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부종합(특성화고출신자 전형)

가. 모집인원 : 31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특성화(전문계) 학과 졸업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출신 

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 교육과정 기준학과 목록 : 모집요강 55쪽 [붙임 3] 참조

 ① 출신 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해당 모집단위에서 정하는 기준학과와 동일한 경우

 ② 출신 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 유의사항

 ◦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학 등으로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특성화고에서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 
학과와 해당 모집단위 기준학과와 일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 여부는 ‘전공적합성’ 심사를 거쳐 판단함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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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태도’ 부분 고득점자

(4순위) ’인성 · 공동체 기여도’ 영역 중 ‘태도’ 부분 고득점자

(5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중 ‘내용’ 점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2. [서식6]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지원자 확인서
각1부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2. [서식6]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지원자 확인서

3.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각1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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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교육과정 기준학과 목록

모집단위명 교육과정 기준학과 명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경영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멀티미디어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가사실업계열 : 관광과

컴퓨터교육과

- 공업계열 : 전자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 상업정보계열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금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 전자통신과, 해양정보과
생물산업학부,
생명공학부

- 농생명계열 :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산업응용경제학과

- 농생명계열 :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 상업정보계열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경영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멀티미디어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해양생명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산업경찰학과

- 수산해운계열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항해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레저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 공업계열 : 환경공업과, 토목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 수산해운계열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항해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레저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 공업계열 : 환경공업과, 토목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건축과

식품영양학과 - 가사실업계열 : 조리과    /   - 공업계열 : 식품공업과

패션의류학과
- 가사실업계열 : 의상과, 미용과   /   - 공업계열 : 섬유과
- 상업정보계열 : 유통정보과, 유통경영과

생활환경복지학부
- 가사실업계열 : 복지서비스과, 보육과, 유아교육과, 간호과, 의상과
- 공업계열 : 섬유과

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 공업계열 :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 수산해운계열 : 전자통신과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공업계열 :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금속재료과, 토목과, 컴퓨터응용과, 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만화 애니메이션과 

- 상업정보계열 :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 전자통신과

컴퓨터공학전공

- 공업계열 :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금속재료과, 컴퓨터응용과, 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만화 애니메이션과 

- 상업정보계열 :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 전자통신과

건축공학전공
- 공업계열 : 건축과, 토목과, 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컴퓨터응용과,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간호학과 - 가사실업계열 :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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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가. 모집인원 : 59명

※ 모집요강 2쪽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조

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보건복지부)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 등록(국가보훈처)을 

필한 자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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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발방법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교 
졸업(예정)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각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국외 고교
졸업(예정)

- 지원자 전원
1. [붙임4]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외국고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제출(제출기한 : 2020.2.25.(화)까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태도’ 부분 고득점자

(4순위) ’인성 · 공동체 기여도’ 영역 중 ‘태도’ 부분 고득점자

(5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중 ‘내용’ 점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자는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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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제출
부수

①의 장애인 등록자
1. [서식 7]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 확인서

2. 사진이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시ž군ž구청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
각1부

②의 상이등급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지원자 기준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관할(지)청 1부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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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부종합(재직자2 전형)

가. 모집인원 : 114명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계

29명 29명 28명 28명 114명

나.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통산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특성화(전문계) 학과 졸업자  

④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는 입학일(2020. 3. 1.)

기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일 기준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불합격 처리함

※ 산업체 적용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입학일(2020. 3. 1.)기준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병역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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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배점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총점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비율

서류평가 최저점~최고점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일괄합산 1,000점 100%
1,000점
(100%)

400점~1,000점

  

2) 서류평가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기여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영역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공동체기여도 계

배점비율 40% 30% 30% 100%

최 고 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 저 점 160점 120점 120점 400점

   ※ 서류평가 성적이 500점(1,000점 만점)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3) 서류평가 시 재직경력에 따른 가산점 부여

재직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가산점 1 2 3 4

   ※ 가산 후 서류평가 점수가 1,000점이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

 마. 선발방법 

합격자

선발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예비후보자 

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다음 순위부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까지 예비후보자로 

선발함(불합격자 제외)

 ※ 예비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동점자 

선발

(1순위) ’인성 · 공동체기여도’ 영역 고득점자

(2순위) ‘전공적합성’ 영역 고득점자

(3순위) ‘자기주도성’ 영역의 고득점자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합격선의 순위가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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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출서류(2019. 8. 26.(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구분 제출 대상자 제  출  서  류 수량

국내 고교 
졸업(예정)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작성)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 

1. [붙임5] 자기소개서(원서접수시 온라인 제출)
2. 학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학생부 전산출력물(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각1부

기타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한 자 주민등록초본(개명·변경 사실 포함) 1부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에 입력[입력기간: 2019.9.6.(금) 09:00 ∼ 9.19.(목) 18:00]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표절, 대필 및 허위작성 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됨. 자세한 사항은 76쪽 “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

· 상시근로자가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재직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재직자

1. [서식 8] 산업체 재직증명서 

2.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각1부

4대 보험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

아래의 증명서 중 택 1

 - 공적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영농사실 확인서(읍, 면, 동장 직인 날인)

 - 농지원부 등본(농지원부 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

1부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각1부

군 경력 합산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합격자는 추가로 2020. 3. 1.(일) 기준 재직증명서를 2020. 3. 11.(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9.9.19.(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 출 처 :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 유의사항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라벨과 제출서류부착용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 앞면과 각각의 

제출서류마다 앞면 하단에 부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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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1.  학생부 성적산출 방법(학생부교과 전형, 실기위주 전형)

가. 반영교과(목) 및 반영비율

이수
학년 모집단위

반영
비율
(%)

반영교과

반영교과목 활용
지표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

1학년 모든 모집단위 30 ○ ○ ○ ○ ○

반영교과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석차
등급2·3학년

인문᛫사회계열,
체육계열

70

○ ○ ○ ○ Ⅹ

자연·공학계열 ○ ○ ○ Ⅹ ○

예능계열 ○ Ⅹ ○ ○ Ⅹ

의예과 ○ ○ ○ ○ ○

※ 초등교육과는 전 교과, 전 교과목 성적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석차등급(석차 백분율) 산출이 불가능한 성취평가제 

평가방식(A, B, C, D, E)에 따라 기재된 교과목 성적은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

나. 학년별 성적 반영비율 

구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 성적이 있는 경우 30% 70%

1학년 성적이 없을 때 100%

2학년 성적이 없을 때 40% 60%

3학년 성적이 없을 때 40% 60%

1개 학년 성적만 있는 경우 100%

※ 국내고교 학생부 성적이 최소 2개 학기 이상 있어야 함
※ 학년 성적이 한 학기만 있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은 해당 학년 성적으로 인정함
※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함

다. 반영방법

1) 점수화 방법 : 아래 교과목별 등급(석차백분율) 환산 점수표에 따라 과목별 석차등급
(석차로 기재 시 석차 백분율)을 점수화하여 반영함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석차백분율(%, 
이상~미만) 0 ~ 4 4 ~ 11 11 ~ 23 23 ~ 40 40 ~ 60 60 ~ 77 77 ~ 89 89 ~ 96 96~100

환산점수 1,000점 980점 960점 940점 920점 900점 880점 860점 840점

   ※ 학생부 교과성적 기재방식에 따라 석차등급(9등급제)과 석차백분율(%)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석차백분율 = (석차/재적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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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체능 및 전문교과 산출 방법(초등교육과에 한함)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 또는 전문교과 중 과목별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

으로 평가된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 석차등급으로 적용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 우수 보통 미흡

환산 석차등급 2등급 5등급 8등급

3) 1998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 학년별 종합석차(계열석차) 백분율에 해당하는 점수에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반영점수 산출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년별 종합석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

석차백분율 산출

▪ 과목석차 기재 시 학년별 종합석차 백분율 산출

   [학년별(과목석차×단위 수)의 합/학년별 총 이수단위 수] × 100

▪ 학기별 계열석차 기재 시 학년별 종합석차 백분율 산출 

    [(학기별 계열석차×학기별 이수단위 수)의 합/학년별 총 이수단위 수] × 100

▪ 과목석차와 계열석차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열석차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에 계열석차 대신 학급석차 기재 시 학급석차 활용

 학년별 교과성적 산출 :
∑과목별 환산점수×과목별 단위 수

× 학년별 반영비율
∑과목별 단위 수

▸ 석차등급이 아닌 “이수, 미이수, ․ , P”등으로 표시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 교과목 성적이 성취평가제 평가방식(A, B, C, D, E)으로 기재되어 석차등급(석차백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교과목은 학생부 성적 반영대상에서 제외함

▸ 각 단계별 성적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학생부 교과성적 전형총점이 1,000점 만점이 아닌 경우 해당 만점 기준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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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고교 학생부가 없는 경우 성적 산출 방법

가. 검정고시 출신자

 - 반영 교과목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상에 기재된 모든 교과목

 - 산출방법 : 검정고시 성적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환산점수와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

 - 산출식 : (과목별 검정고시 성적 등급별 환산점수×가중치)의 합/가중치의 합

  【등급별 환산점수표】

과목 성적 100점 99-95 94-90 89-85 84-80 79-70 69-60 60미만

환산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980 960 940 920 900 880 860 840   

  【과목별 가중치】

과 목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국사 기타과목

가중치 2 2 2 1 1 1 1   

  ※ 기타 과목 성적은 평균점수로 반영(소수점 이하 버림)

나.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 외국고에서 취득한 모든 교과목 성적을 아래 기준으로 등급 환산

- 단위수가 없는 경우 1단위를 적용하며, 학년별 비율은 적용하지 않음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함

-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1학기, 2학기) 성적만 반영함

이수
성적

A+ A0, A- B+ B0, B- C+ C0, C- D+ D0, D- E, F

100~97 96~90 89~87 86~80 79~77 76~70 69~67 66~60 59 ~0
환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
점수

1,000점 980점 960점 940점 920점 900점 880점 860점 840점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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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예시 1]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이 아래와 같을 경우 

학년 교과 과목
1학기

점수
(B)

가중점수
(A×B)

2학기
점수
(B)

가중점수
(A×B)단위수

(A)
석차
등급

단위수
(A)

석차
등급

1학년

국어 국어 3 3 960 2,880 3 2 980 2,940
사회(역사/
도덕 포함) 도덕 1 3 960 960 1 3 960 960

사회(역사/
도덕 포함) 국사 2 5 920 1,840 2 3 960 1,920

수학 수학Ⅰ 4 3 960 3,840
수학 수학Ⅱ 4 3 960 3,840
과학 과학 4 5 920 3,680 4 4 940 3,760
영어 영어Ⅰ 4 2 980 3,920
영어 실용영어Ⅱ 4 3 960 3,840

계 18 17,120 18 17,260

학년 교과 과목
1학기

점수
(B)

가중점수
(A×B)

2학기
점수
(B)

가중점수
(A×B)단위수

(A)
석차
등급

단위수
(A)

석차
등급

2․3학년

국어 화법과작문Ⅱ 2 2 980 1,960 2 2 980 1,960
국어 문학Ⅱ 4 3 960 3,840 4 2 980 3,920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일본어Ⅰ 2 3 960 1,920 2 3 960 1,920

수학 수학Ⅰ 5 3 960 4,800 5 3 960 4,800
사회(역사/
도덕 포함) 법과정치 4 9 840 3,360 4 8 860 3,440

영어 영어독해와작문 4 7 880 3,520 4 6 900 3,600
국어 독서와문법 2 3 960 1,920
수학 확률과통계 2 3 960 1,920
국어 문학Ⅰ 4 3 960 3,840

사회(역사/
도덕 포함) 생활과윤리 4 3 960 3,840

영어 심화영어독해Ⅱ 2 2 980 1,960
영어 심화영어 3 5 920 2,760
과학 물리Ⅰ 2 3 960 1,920 2 3 960 1,920

계 40 37,560 23 21,560

  

① 초등교육과에 지원한 경우 학생부 환산 성적 

학년 반영비율(%) 이수단위 수 가중점수 학년별 평균점수 학년별 반영점수
1학년 30 18+18=36 17,120+17,260=34,380 34,380/36=955.0 955.0×30%=286.5

2․3학년 70 40+23=63 37,560+21,560=59,120 59,120/63=938.4 938.4×70%=656.9
계 100 943.4

②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경우 학생부 환산 성적

학년 반영비율(%) 이수단위 수 가중점수 학년별 평균점수 학년별 반영점수
1학년 30 18+18=36 17,120+17,260=34,380 34,380/36=955.0 955.0×30%=286.5

2․3학년 70 36+19=55 33,720+17,720=51,440 51,440/55=935.3 935.3×70%=654.7
계 100 941.2

③ 자연·공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경우 학생부 환산 성적 

학년 반영비율(%) 이수단위 수 가중점수 학년별 평균점수 학년별 반영점수
1학년 30 18+18=36 17,120+17,260=34,380 34,380/36=955.0 955.0×30%=286.5

2․3학년 70 30+17=47 28,440+16,200=44,640 44,640/47=949.8 949.8×70%=664.9
계 100 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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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예시 2]

학년
과목별 이수단위 및 성취도

석차 석  차
백분율 점수

반영
비율
(%)

반영점수 산출
윤리 국어 국사 지리 수학 과학 영어

1학년
1 4 3 2 4 3 4

45/150 30 940 30% 940×30%=282
수 미 우 우 우 양 우

2학년
1 4 3 2 4 3 4

63/150 42 920
70% (920+940)/2×70%= 651

수 미 우 우 우 수 우

3학년
1 4 3 2 4 3 4

35/150 23 940
수 우 우 우 우 양 우

계 933

※ ‘석차백분율’과 ‘점수’는 ‘모집요강’ 60쪽 【표 1】「수시 교과목별 등급/백분율 환산 점수표」를 적용함

[산출 예시 3 : 검정고시]

구  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국사 기타과목 계

가 중 치 2 2 2 1 1 1 1 10

교과성적 85 80 78 80 65 90 80

환산점수 920 900 880 900 860 940 900

가중점수 1,840 1,800 1,760 900 860 940 900 9,000

 학생부 환산 성적 = (등급별 환산점수×가중치)의 합/가중치의 합= 9,000/10 = 9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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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수능 최저학력기준

1. 수시모집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만 

한국사 영역 응시여부 및 가점과 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2. 적용대상 전형 :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지역사회배려), 실기위주(지역인재)

3.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는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거나 

모집단위에서 정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될 경우 불합격 처리. 다만, 야간 모집

단위와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은 미적용

4. 수능 반영영역

모집단위  필수 
응시영역

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대·사회과학대·경상대·생명대·해양대·자연대·
공과대·교육대·간호대 한국사 ○ ○

(가형/나형) ○ ○
(사/과/직)

사범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체육교육과 한국사 ○ ○
(가형/나형) ○ Ⅹ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윤리교육과 한국사 ○ ○
(가형/나형) ○ ○

(사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한국사 ○ ○
(가형/나형) ○ ○

(사/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교육과 한국사 ○ ○

(가형/나형) ○ ○
(과탐)

수학교육과 한국사 ○ ○
(가형) ○ Ⅹ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한국사 ○ ○
(가형) ○ ○

(과탐)

 ※ 모집단위별 수능 영역 필수 및 선택 사항 지정
모집단위 필수 및 선택 사항

전 모집단위 (필수) 한국사 응시

회계학과,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필수) 수학(가형/나형) 

영어교육과 (필수) 지역인재전형 영어영역 2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필수) 수학(가형), 지역인재전형은 수학(가형) 4등급 이내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필수) 사회탐구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필수) 과학탐구 

의예과 (필수) 수학(가형), 과학탐구, 영어영역 2등급 이내

수의예과 (필수) 수학(가형), 과학탐구 응시

윤리교육과 (선택)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 반영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선택)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반영

컴퓨터교육과 (선택)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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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반영방법
등급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지역사회
배려

인문대
사회대
경상대

모든 모집단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상위 2개 합
*(회계학과)수학 필수

9 8 10

사범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수학‧영어 3개 합
*(영어교육과) 지역인재 전형 
 영어영역 2등급 이내(필수)
*(수학교육과) 수학가형 필수 및  지역
인재 전형 4등급 이내(필수)

9 8 -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윤리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상위 3개 합
*(일반사회교육)사탐 필수
*(윤리교육)사탐 반영
*(지리교육)사탐ㆍ과탐 반영 
*(과학교육)과탐 필수
*(컴퓨터교육)과탐 반영

9 8 -

체육교육과 국어·수학‧영어 중
상위 2개 합 - 8 -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모든 모집단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상위 2개 합 11 11 12

공과대 모든 모집단위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수학 포함 상위 2개 합 9 8 10

교육대 초등교육과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합 9 9 -

수의대 수의예과 국어·수학가형·영어·과탐 중 
수학 포함 상위 3개 합 6 6 -

간호대 간호학과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상위 3개 합 9 9 -

의과대 의예과
국어·수학가형·과탐Ⅰ·과탐Ⅱ 중
수학 포함 상위 3개 합
*영어 2등급 이내(필수) 

5 6 -

  ※ 탐구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2개 과목 평균으로 적용(소수점 이하 절상). 
다만, 의예과는 과학탐구 2개 과목 개별 등급 적용

  ※ 자연·공학계열 지원자 중 수학 나형 응시자는 1개 등급을 하향한 등급을 적용함(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간호학과는 제외하며, 최저등급(9등급)인 경우에는 그대로(9등급) 적용 

6. 가산점 적용 : 한국사에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등급에 따른 

가점은 아래와 같이 전형 총점(1,000점)에 가점을 적용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점 10 9.8 9.6 9.4 9.2 9.0

   ※ 야간 모집단위,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 모집단위 및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한국사 

응시 여부 및 가점,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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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선발 방법

1.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순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2.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지역사회배려 전형) 및 

실기위주(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전형총점 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3.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여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자격 미달자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 제출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결시자 및 중도 포기자

4. 초등교육과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의 경우 남･여 어느 한 성이 

모집인원의 7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남·여 비율을 적용하여 합격자를 선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성이 30%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인원은 다른 성

에서 선발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남·여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

5.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중 결원이 생길 때 모집단위별 예비후보 순위 순으로 충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6.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동일 모집단위에 복수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선발

합니다(충원합격 포함).

   -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에 모두 합격한 경우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합

격자로 선발하고 학생부교과 전형에서는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에서 제외합니다. 

   -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중 하나의 전형은 ‘합격’, 다른 전형에는 합격자로 선

발되지 못한 경우 합격한 전형에서만 합격자로 선발하고, 합격하지 못한 전형에서는 예비

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합니다. 

7.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 다른 모집단위에 복수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선

발합니다(충원합격 포함).

   -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에 모두 합격한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며 지원

자가 등록 시 선택해야 합니다.

   -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하나의 전형은 ‘합격’, 나머지 전형에서는 ‘예비

후보’인 경우 합격자와 예비후보자로 각각 선발하며 지원자가 등록 시 선택해야 합니다.  

8. 모든 성적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 이 요강에 따로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66 -

9. 수시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2019.12.20.(금))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 해당 모집단위 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지역사회배려 전형), 실기(일반학생, 지역인재, 예체능특기자, 

농어촌학생 전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 기회균형선발, 재직자1,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전형)의 미충원된 모집단위가 속한 정시 모집군 및 전형방법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음악학부는 정시 나군 해당 전공별로 선발, 의예과는 해당 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종합(평생학습자, 재직자2 전형)은 정시 나군에 수시와 동일한 전형방법으로 선발

10. 전형총점에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합니다. 

   -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지역인재, 지역사회배려 전형), 실기위주(일반학생, 지역인재, 

예체능특기자 전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하여 각각의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합격선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다만, 체육특기자 전형은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주대학교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 학생부종합(평생학습자, 재직자1, 재직자2 전형)에 대하여 각각의 동점자 처리기준 적

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주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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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가. 날  짜 : 2019. 12. 10.(화) 예정

 나. 장  소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다. 합격자 유의사항

  1) 모든 지원자는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예비후보자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합격자는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된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원서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로 알려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전화) 064-754-2043∼5, 8238, 3990~5, (e-mail) ibsi01@jejunu.ac.kr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1) 등록기간 : 2019. 12. 11.(수) 10:00 ~ 12. 13.(금) 17:00, 지정은행 영업시간 내

  2) 고지서 출력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 개별발송 안함

  3) 예치금액 : 추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4) 납부장소(지정은행) : NH농협은행, 지역 농ž축ž감협 및 제주은행

 나. 등록정산금 납부  

  1) 등록기간 : 2020. 2. 5.(수) 10:00 ~ 2. 7.(금) 17:00, 지정은행 영업시간 내  

  2) 고지서 출력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 개별발송 안함

  3) 정산금액 : 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확정 후 사전 등록확인예치금액을 차감한 금액

  4) 납부장소(지정은행) : NH농협은행, 지역 농ž축ž감협 및 제주은행

 다. 등록 시 유의사항

  1) 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납부는 등록의사의 표현으로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은 1개의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가 등록정산금 납부기간(2020. 2. 5.(수) ~ 2. 7.(금))에 

등록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됩니다.

http://ibsi.jejunu.ac.kr
http://ibsi.cheju.ac.kr
http://ibsi.che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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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차수별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1차
발표 : 2019.12.16.(월) 10:00
등록 : 2019.12.16.(월) 10:00
         ~ 12.17.(화) 17:00

발표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록 : 각 차수별 지정은행 시간 내

ž개별통보 하지 않음 
ž등록확인예치금
미납 시 합격 취소

2차
발표 : 2019.12.18.(수) 10:00
등록 : 2019.12.18.(수) 10:00
         ~ 12.18.(수) 17:00

3차
발표 : 2019.12.19.(목) 18:00
등록 : 2019.12.20.(금) 10:00
         ~ 12.20.(금) 17:00 

등록정산금 납부
2020. 2. 5.(수) 
   ~ 2. 7.(금)

지정은행
(NH농협은행, 지역 농･축･감협 

및 제주은행) 영업시간 내

ž최초 및 충원합격자 
모두 해당 
ž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했더라도 등록
정산금 미납 시 합격
취소

 나. 충원합격자는 미등록, 등록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 해당 모집단위별 예비

후보 순위 순으로 선발합니다.

 다. 충원합격자는 해당 차수별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충원합격자라도 등록정산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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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1. 등록포기(환불) 신청기간 

 가. 등록확인예치금 : 2019. 12. 16.(월) ~ 12. 19.(목) 16:00 까지

 나. 등록정산금 : 2020. 2. 10.(월) ~ 2. 17.(월) 16:00 까지

2. 신청방법 :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없으며, 제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환불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3. 신청절차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환불시스템“ 접속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완료

 (http://ibsi.jejunu.ac.kr)접속 - 본인 인증 사항 입력
  (원서작성 시 입력한 본인 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발송)
- 등록포기 및  환불사유 입력

등록포기 및 등록금환불
신청 확인서 출력·보관 

환불신청 승인 → 환불완료 및 입금확인

      환불처리 진행경과 확인
 환불완료 확인 후 입금내역 확인
(입학원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4. 환불방법 :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한 환불계좌로 환불됨

 ※ 원서접수 시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불신청 화면에서 계좌란이 공란으로 나타나며, 

입학관리과(064-754-3990~5, 8238, 2043~5)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가능함

http://ibsi.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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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  전 형 료

구    분
전  형  료 합 계

(결제금액)일반전형료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전형)

전 모집단위
(의예과 제외)

25,000원 - - 25,000원

의예과 25,000원 45,000원 - 70,000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

전 모집단위
(의예과 제외)

25,000원 - - 25,000원

의예과 25,000원 45,000원 - 70,000원

학생부교과
(지역사회배려 전형)

①, ⑤, ⑦의 지원자 25,000원 - - 25,000원

②, ③, ④, ⑥항 지원자 면제 - - 면제

실기
(일반학생 전형)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

25,000원 - 45,000원 70,000원

실기
(지역인재 전형)

체육교육과 25,000원 - 45,000원 70,000원

실기
(예체능특기자 전형)

모든 모집단위 25,000원 - - 25,000원

실기
(농어촌학생 전형)

음악학부, 
산업디자인학부

25,000원 - 45,000원 70,000원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 36,000원 16,000원 - 52,000원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선발 전형)

① ~ ⑧의 지원자 면제 - - 면제

⑨의 지원자 36,000원 - - 36,000원

학생부종합

평생학습자 전형

36,000원 - - 36,000원
재직자1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재직자 2 전형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제 - - 면제

1.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접수수수료는 제주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2. 원서접수 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전형료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가 완료(결제 완료)되면 원서접수를 취소·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한 경우 그 초과 금액, 대학의 귀책, 천

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단, 해당사

항을 지원자가 입증한 경우에 한함)는 해당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4. 음악학부와 미술학과 모집단위 지원자 중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불합격자에게는 

실기고사료(45,000원)가 환불됩니다. 다만, 실기고사 결시자에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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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예과 지원자 중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불합격자 및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면접

고사료(45,000원)가 환불됩니다. 다만, 면접고사 결시자에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학생부종합 전형 지원자 중 지원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불합격자 및 1단계 불합격자

에게는 면접고사료(16,000원)가 환불됩니다. 다만, 면접고사 결시자에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 대학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료를 결산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선택한 환불방법에 따라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반환하며, 반환금액은 

지원자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금융전산망을 통하여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금융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하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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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접수 등

가. 학생부교과전형(실기위주전형 포함)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실기위주전형 포함)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전형)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
- 학생부교과(지역사회배려 전형)
- 실기(일반학생 전형)
- 실기(지역인재 전형)
- 실기(예체능특기자 전형)
- 실기(농어촌학생 전형)

- 학생부종합(일반학생 전형)
-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전형)
- 학생부종합(평생학습자 전형)
- 학생부종합(재직자1 전형)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전형)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출신자 전형)
-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학생부종합(재직자2 전형)

나.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시 모든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 완료)된 입학원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가 실시되는 모집단위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사진을 제출(파일첨부)

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모집단위는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등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안내는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전형 관련 사항을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제주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전화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제주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전형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입학관리과로 알려야 합니다.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전화) 064-754-2043∼5, 8238, 3990~5, (E-mail) ibsi01@jejunu.ac.kr

아. 신입생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1학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자. 제출서류는 정해진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도착 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도착, 지연도착 등 우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차.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편의시설이 제주대학교의 설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모집요강과 이미 안내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적용하며,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http://ibsi.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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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지원 제한 및 금지

가. 제주대를 포함한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하나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횟수로 산정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유의
▪ 지원자가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 접수는 취소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 취소
▪ 정원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횟수 최대 6회로 제한.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

나.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합격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의사가  
없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3.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에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수시모집 등록확인예치금 납부는 등록의사 표현으로 1개의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한 자가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이미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주대학교 등록포기 및 환불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의   
환불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대학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에도 이중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4. 불합격 처리·합격 취소 관련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가. 지원자격 미달 또는 기한 내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나. 제출서류 위·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다.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결시자 및 중도 포기자

라. 정해진 기간에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및 정산금 납부)하지 않은 자

마. 복수지원 제한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바. 그 밖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입학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자

http://ibsi.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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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대학입학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안내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하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가. 2015년부터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으로 제공 받습니다. 

나.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비대상교 및 2014년 이전 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원본 대조필) 또는 전산출력물(학교장 직인 날인)’을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선택사항)

가.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은 선택사항이므로 온라인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신청대상 : 2015년도 1회 ~ 2019년도 1회 합격자

▪ 신청기간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의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검정고시 합격 자료를 확인하여 온라인 제공을 신청하며, 원서 접수 시 신청 후   

발급된 ‘제공동의 확인번호(18자리)’를 정확히 입력

①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제공 사이트 접속 → ②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확인 및 신청

- www.neis.go.kr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 검정고시 선택

-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시도교육청 선택

- 검정고시 대입전형 자료 제공 선택  

- 대입전형자료 확인 및 신청 선택

- 로그인 후 본인의 검정고시 합격정보 확인하여 신청

- 신청과 함께 ‘제공동의 확인번호’가 발급되며, 대

학입학 원서접수 1일 전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대입전형자료 제출현황 조회 → ④ ‘제공동의 확인번호’ 원서접수 시 입력

-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제공동의 확인번호’(18자리)를 원서접수 시 입력

나.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2014년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2014년 합격자 포함)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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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제주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지원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 성적, 환불계좌번호 등

▪ 학교정보 : 최종학력, 재학/출신고교, 졸업(예정)년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번호 등

▪ 기타 : 자기소개서, 추가 연락처, 추가 계좌번호 등

나.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학사, 장학, 통계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주

대학교

학사과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지원
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고교명 등

학적부 생성, 수강신청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학생복지과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지원
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특수교육대
상자 확인자료, 성적자료 등

장학생 선발, 문자 발송 등

교육혁신본부 성명, 연락처 등
문자 발송
(예비대학 등)

단과대학 및 학과 성명, 연락처 등
문자 발송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용
(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자료 등

입주생 선발, 문자 발송 등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등

다.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 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원서접수를 위탁합니다.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공통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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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Ⅴ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에서 주어진 대교협 공통문항(3문항)과 대학 자율문항(1문항)을 제한된  

글자 수에 따라 2019.9.19.(목) 18: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입력) 마감 이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부종합(재직자1, 재직자2, 평생학습자 전형)은 대학 자율문항(1문항)만 입력(작성)

2.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그 밖의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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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한
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
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
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
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
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
(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
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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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8.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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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자 기 소 개 서
【학생부종합(일반학생,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공통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자율문항> 

4. 제주대학교 학과(전공)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 : 2019. 9. 6(금) 09:00 ∼ 9. 19.(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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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자 기 소 개 서
【학생부종합(평생학습자, 재직자1, 재직자 2 전형)】 

1. 제주대학교 학과(전공)를 선택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기간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 : 2019. 9. 6(금) 09:00 ∼ 9. 19.(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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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지역사회배려 전형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잠수(해녀) 조업 사실 확인서
[지역사회배려 전형 ⑤의 잠수(해녀)]

지원사항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              ) 대학  (                     )학부(학과, 전공)

지원 자격  ▪ 잠수/해녀 본인(    )  ▪ 잠수/해녀의 자녀(    )

잠수(해녀)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도(시)         시(군)       동(읍․면)             번지

경   력

사   항

기  간
     년     월     일 부터

 2019년     월     일 까지
(    년    개월간)

조업 장소         도(시)          시(군)        동(읍․면)        리(      어촌계)

  

  위 잠수어업인은 본(리)어촌계의 마을어장에서 현재 잠수(해녀) 조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2019.09.10.)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잠수(해녀) 조업 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9월   일

확인자 어  촌  계  장 : (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 붙임 서류 

 - 잠수/해녀 조업 실적 1부  

 - 부 또는 모의 잠수(해녀) 조업 사실 확인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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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지역사회배려 전형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근무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함

 ◦ 해당 산업체 소정양식의 재직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산업체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산업체 재직증명서
[지역사회배려 전형 대상자 중 ⑦의 산업체 근무자]

수험번호 성  명

모집단위 (                ) 대학  (                     )학부(학과, 전공)

재   직

사   항

기관  또는 
업체명

주  소
우편번호(       )          도(시)         시(군)       동(읍․면)   

           

재  직
기  간

    년    월    일 부터

2019년   9월    일 현재
(    년    개월간)

용   도
제주대학교 입학지원용

(지역사회배려 전형)

재직기관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함.

                    2019.  9.     .

재직기관(업체)의 장 :                        (직인)

        

◦ 붙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담당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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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체육특기자 전형 

입상실적 확인서
(체 육 특 기 자  전 형 )

 지원분야  (                )(종목)

 모집단위  

 지 원 자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연 락 처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출신고교       년      월           고등학교 졸업(예정)

입상(수상) 및 경기실적(내용)  ※ 가장 유리한 실적만을 기재

입상(수상) 일자 대회명 등위 주최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위 본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심사를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 0 1 9 년   9 월     일        

                        지 원 자 :                    (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 붙임서류 : 경기실적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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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예능특기자 전형 

입상실적 확인서
(예 능 특 기 자  전 형 )

 지 원 자 

수 험 번 호

성        명

모 집 단 위 (예술디자인대학) 대학  (                   )(학과, 전공)

출 신 고 교 년      월                        고등학교 졸업(예정)

대  회  명  칭 

주 최 기 관 
기 관 명 담당자 (인) 

주  소 전  화

대 회  개 최 일 년             월            일

대 회 총 개 최 횟 수 총 실시 횟수 회 최초 실시일 년     월     일

대 회  참 가 자 격 

대 회  응 시 분 야          미술(    )       산업디자인(    )

대 회 규 모 

규 모  ( 해 당 란 에  ○ 표  ) 전국(     ),  전도(     ),  광역시(     )

수상자 본인의 등위 및 수상명칭 기재

“예시” 2등(은상)

 전체 입상자의 등위에 대한 
수상명칭 및 인원을 기재

 ＊(   )안은 수상 명칭 기재

 “예시” 1등(대상)  1명

       2등(금상)  3명

1등(           ) 명

2등(           ) 명

3등(           ) 명

4등(           ) 명

5등(           ) 명

전체수상인원 명

 위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9.   9.    .

대회 주최 기관명 :                           (직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 붙임서류 : 입상실적(상장) 사본 1부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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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농어촌학생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 확인서
모 집 단 위  (                ) 대학  (                     )학부(학과, 전공)

수 험 번 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출신고교 
분류

 □ 일반고     □ 특성화고     □ 종합고      □ 자율형사립고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 ①유형 □  :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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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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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위 학생은 귀 대학교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9월    일

                          확인교사 성 명 :                (인)

                      확인자 : (              )고등학교장  (직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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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지원자 확인서
모 집 단 위   (                ) 대학  (                     )학부(학과, 전공)

수 험 번 호 성     명

기준학과 적격여부

(모집요강 55쪽)

 출신고등학교 및 학과
                   학교

 (                ) 과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계열명                    계열

기준학과명  (                ) 과

1)관련 전문교과 이수 내용

  (30단위 이상)

예시) 컴퓨터일반(5단위), 회계원리(3단위)

,………

확   인   자 교 사 명                  (인) 전 화 번 호  (     )      

   위 학생은 귀 대학교의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9월   일

                              (              ) 고등학교장 (직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1) “관련 전문교과 이수내용”은 지원자의 출신학과가 “교육과정의 기준학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과정의 기준학과가 일치하나 전학 등으로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며, 
교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반드시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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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 확인서

수험번호 성 명 장애종별, 등급

모 집 단 위  (                ) 대학  (                     )학부(학과, 전공)

출 신 학 교
(               )고등학교      년   월  졸업(예정)

(특수학급여부 :       )

(               )지구 검정고시합격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집              , 핸드폰                 )

학 업 수 행

수업문제(수업 가능여부)

이동문제(학내 이동시 문제여부) 

구체적 장애 구체적 장애 내용기재(보조기사용, 병력 등)  

학업수행을 돕기 

위한 대학당국의 

필요 조치

학교당국에 필요사항 기재 

위 본인은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로   

제주대학교 수학가능 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9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붙임  장애인 증명서 1부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2019. 8. 26.(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87 -

 【서식 8】 재직자 전형

 ◦ 근무기간 계산 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함

 ◦ 해당 산업체 소정양식의 재직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산업체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제출기한 : 2019. 9. 19.(목) 18:00

산업체 재직증명서
[재직자1·2 전형]

수험번호 성  명

모집단위  (                ) 대학  (                     )학과

출신고교
고교 

졸업년도
년      월

재   직

사   항

기관 또는 업체 명

주  소
우편번호(        )          도(시)         시(군)       동(읍․면)        

     

재  직

기  간

     년     월     일 부터

2019년     9월    일 현재
(    년    개월간)

용   도
제주대학교 입학지원용

(재직자1·2 전형)

재직기관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함

                    2019년  9월   일

재직기관(업체)의 장 :                        (직인)

        

   발급담당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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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학제도  

1. 아래 장학(금)사업 안내사항은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 발전기금 및 교내장학의 경우, 예산사정으로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될 수 있음

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3. 교내 및 발전기금 장학금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매 선발시기마다 따로 알려드립니다.

주요 장학 신청방법

 ☞ 장학안내 :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 아라광장 > 학교소식 > 장학안내 > 게시글 참조

장학명 신청방법 문의전화

국가장학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r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Ⅰ유형 신청 

- 학생 개인의 공인인증서(은행발급)이용 한국장학재단 직접 신청

 ※ 신·편입생인 경우는 입학 전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하며,

    재단 신청 시 학적구분 “신입 또는 편입”으로 선택하여 신청

-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방법 2)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안드로이드UR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kosaf 

   ↳ (IOS URL) https://itunes.apple.com/app/   

( 한 국 장 학 재

단)

1599-2000
(대학/ 장학팀)

754-2053

지방자치단체 r 지원목적에 따라 교내 관련부서의 선정기준 선발(종류별 별도 공지)
(대학/ 장학팀)

754-2051

발전기금 r 기부목적 및 자체설계에 따라 장학종류별 본인 신청(홈페이지 공지)
(대학/ 장학팀)

754-2052

교외 외부장학 r 지원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종류별 별도 공지)
(대학/ 장학팀)

754-2051

교내장학

r 성적우수 : 학과 추천에 의거 선발

r 저소득층 :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복지과 선발

r 근로장학 : 근로부서에서 근로학생 선발, 학생복지과 집행

r 기타(특별)장학 : 장학종류별(홈페이지 공지) 본인 신청, 기관장 추천 병행

(대학/ 장학팀)

754-2051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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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 선발대상, 기준 등 선발시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학부 재학생, 소득 8분위 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2.4(80점)이상 
 ↳ 예외: 장애학생(성적미적용), 기초·차상위_70~79점,
     1~3분위_C학점 경고제 적용하여 70~79점인 경우 2회 지원
‐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학기, 최대 8회 지원
‐ 지원액 : 등록금 범위내, 학기당 
          기초~3분위_260만원, 4~8분위_195만원~33.75만원
- 다자녀장학금 : ʹ88년 이후 출생 다자녀가정 (자녀3이상) 대학생 모두 지원, 1~3분위

_260만원, 4~8분위_225만원지원
  (성적기준 및 지원기간은 국가장학Ⅰ유형과 동일)

2, 8월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름)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당해년도 대학자체노력계획서(교내장학금지원금)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 
재단에서 결정 후 장학금 배정

- 대학자체 지급기준 마련, 국가장학금Ⅰ유형 4~8분위 선발자 중 등록금  
부족분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병행 

선발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인재계획서 제출(매년, 대학)-장학금 배정(장학재단)
- 비수도권 고교졸업, 비수도권대학 입학 소득8분위 이하 신입생 중 성적 우

수자
- 지원기간 : 등록금 전액, 기초~5분위(8회), 6~8분위(2회)

2, 8월

대통령과학장학금
-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장학재단)
-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최대 8학기 지원(소득분위무관)

2, 8월

국가우수(이공계)장학
- 이공계열학생(장학재단)
- 등록금전액 최대8학기 지원(소득분위 무관)

2, 8월

인문100년장학금
- 인문사회계열 학생(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
- 등록금전액 및 생활비 최대 8학기지원(소득분위 무관)  

2, 8월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예술 및 체육계열 학생(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              
- 등록금 전액 최대 4학기 지원(소득분위 무관)

2, 8월

중소기업취업연계 장
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중소기업취·창업(희망)자에게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최대 4학기 지원(재단선발, 소득분위 무관)

- 2, 8월
-신규장학: 4월중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고졸 졸업 후 취업하고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학부생
- 등록금 전액 최대 8학기 지원(재단선발, 소득분위 무관)

-매년 2, 8월
-신규장학: 4월 이후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저소득층 및 미취업 대학원생  
- 등록금 범위(2개 학기) 학기당 최대 400만원 지원

2, 8월

농어촌희망재단장학 대학추천-재단선발, 1인당 250만원 이내 2, 8월

국가근로장학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 신청-재단선발(2019년 기준)
 - 교내근로 8,350원 중 6,680원
 - 교외기관근로 11,000원 중 10,500원 지원
*대학회계(時1,670원), 기업체대응(時500원)자금 별도

2월, 8월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근로장학(소득분위 무관)
-시급 10,500원 

3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근로장학(소득분위 무관) 
-시급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 

3월

CK-1사업 장학금
대학특성화 사업 장학(성적우수, 근로, 포상, 마일리지 등)
*제주자치도 대응지원 별도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국립대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혁신 지원사업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GKS 장학금 우수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시

(국제교류본부)

로스쿨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매년 2, 8월

개방형ICT 지원사업 개방형ICT 지원사업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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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금

장학사업 선발대상, 기준 등 선발시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BK21플러스사업 석박사급(대학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의과학자육성사업 의과학자육성사업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계약학과장학금 관광융합소프트웨어학과 장학금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평생교육체제지원장학
미래융합대학 자체 장학   *2018신설

(사업참여도를 마일리지로 누적 환산하여 장학금 지급)
수시

(사업단 별도 선발)

기타(3종) 미래드림, 취업서포터즈, 해군본부
수시

(해당기관 별도 선발)
제주평생교육장학진
흥원

대학추천-제주특별자치도 선발, 1인당 200만원 3월

제주특별자치도청소
년육성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선발, 1인당 150만원 3월

로스쿨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제주특별자치도 지원) 2, 8월

기타(12종)
자체기관 선발(강진군, 대전동부소방서, 밀양시민장학재단, 울산광역시남부소방
서, 함양소방서, 경주시장학호, 구례군,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울산광역시남구장
학재단, 진천군장학회, 충청남도서천소방서, 군포사랑장학회)

수시
(해당기관 별도 선발)

국외대학 연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국외대학연수 지원 장학사업 4월

장학사업 선발대상, 기준 등 선발시기

입학우수
전체수석(600만원), 단대수석(240만원) 
입학연도 1회(11월) 재학 중 지급, 재학성적 미반영

11월

학술교류 외국대학 교류 12학점 이상 이수, 재학 중 1회 50만원 4월, 10월

영어우수 토익 등 영어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4월, 10월

연구성과 장학
성적 2.7이상, 연구성과(논문,저서,발표등)에 따라 차등지급
 - 1등급(100만원)～7등급(10만원)

4월

기타(5종)

*국가고시 및 자격증 취득-1년간 월10만원, 성적2.7이상 4월

*WISET장학(WISET센터 선발)-등록금전액, 중복수혜 불가 4월, 10월

*재일교포미래희망-등록금 전액, 중복수혜 불가 4월, 10월

*지꺼진 반란(교육혁신본부선발)-성적 향상 유형별로 차등 지급 3월, 8월

이시향 장학
한경면,중앙고,총학생회,교육대생,출연자지정 등 1인당 200만원
 - 매년 자체 선발기준 수립 선발

8월

고추월 장학
제주여고출신, 저소득층성적우수자,출연자지정 등 1인당 500만원
- 매년 자체 선발기준 수립 선발

7월

김경수 장학
출연자지정(송당초,구좌읍 출신) 및 성적우수 1인당 200만원
- 구좌읍출신 3.0이상, 성적우수 3.9이상

4월

양동진 장학
출연자지정, 성적 3.0이상 1인당 500만원
 - 경상대학 공인회계사준비생(고시반), 법학과 출신 법전원생

5월

유성(오헌봉)장학
출연자지정, 학습보조비 1인당 200만원(12학점 이수)
 (학장추천) 소득8분위 내 성적 2.7 이상
 (중앙고출신) 소득 3분위 내 성적 3.0 이상

5월

효천학술교류장학 학술교류 재학생 학업장려비 1인 50만원(전체성적2.7이상) 4월

자매국수장학
대정읍, 일도2동출신(성적3.5이상)5명, 학습보조비 각100만원
총학생회 추천 3인 각 100만원(성적 2.0이상)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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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순 장학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학업장려비 1인당 100만원 
 - 소득 1분위 이하, 성적 3.9이상

4월

단위부서장학(15종)

간호대학 외 13개 학과 자체 선발
(간호대, 경상대, 기계공, 생물교육, 생활환경복지학부, 수학교육, 식품생명, 물리, 
전기, 지리교육, 회계, 수의과대학, 독일, 자체발전,
공과대학 조교협의회)

수시
(단위부서 
지급요청에 

의거)

블랙야크 장학 진로취업과 선발, 청년취업 교육훈련 우수자 9월

청봉(고시원생)장학 출연자지정(고시원생 학업장려비) 1인당 50만원 10월

삼정장학 츌연자지정(사회과학대학 재학생) 자체 기준 선발 5월, 12월

심석장학 출연자지정(예술디자인대학 미술창작장려) 1인당 50만원 7월

의학전문대학원
(제자사랑, 청봉 등)

의학전문대학원 자체기준 선발
수시

(단위부서 
지급요청에 의거)

한라산 장학
한라산리더쉽-해병, 해군ROTC 및 총학생회, 1인당 100만원 4월

외국어 우수, 1인당 100만원 4월

리치스쿨 장학 출연기관 선발, 1인당 100만원 12월

삼성복지재단 장학 출연기관 선발, 중학생 학습지원 대학생 근로 장학 매월

㈜효성 장학
구좌읍 행원리 출신(부모주소지) 자녀 5명, 성적 순 선발
 - 1인당 200만원
 - 5인 미달 시, 장학금지침에 따라 선발(전기공학과 출신 포함)

5월

㈜한민기업 장학
출연자 지정(중어중문, 미술학과), 12학점, 성적 2.7이상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추천 

5월

기타(26종)

(출연기관지정)
GKS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 EK, 국제교류본부, 김배열, 김인순, 디자인과음식문화, 
로스쿨, 신흥물산, 퓨리텍, 애국지사김홍련, KT창의혁신리더, 제주개발공사, 제주
도의사회, 신흥물산 제주신화월드청년아카데미, 진영마트, 초등교육연구소
(2018 신설)
메가엠디, 메가스터디고등이러닝, 보타리에너지(주), 더스틴학술상장학금, 융합정
보보안학과장학금, 냉난방관제, 간호대학(양환혁), 사범대학(카카오코딩), 사회과학
대학(대아상회)

수시
(단위부서 
지급요청에 

의거)

취업 현장실습 장학 출연기관지정, 진로취업과 주관 현장실습 지원

수시
(단위부서 
지급요청에 

의거)

미래에셋 장학 출연기관선발(자체기준), 해외 현지 학업지원 1인 700만원 1월, 7월

LINC사업단 장학 LINC사업단(자체기준) 현장실습 지원 장학 매월

길갈축산 장학 출연기관(자체기준)선발, 공동연구 및 CEO강좌 우수학생

단위부서 
지급기준 및 
요청에 의거 
선발, 집행

생협 근로장학 생활협동조합 자체 재원 근로장학 매월



- 93 -

□ 외부장학재단 및 기타

장학사업 선발대상, 기준 등 선발시기

푸른등대장학금
(사설기관지원)

대한LPG: 법인 및 개인택시기사자녀, 생활비 2학기지원
학생직접 재단신청→재단선발

1월, 2월

삼성sos: 저소득층 및 사회적배려계층, 생활비 2학기 지원
재단기준→대학선발

1월, 2월

한국가스공사: 소득2분위자, 생활비 2학기 지원
학생직접 재단신청→재단선발

1월, 2월

수협중앙회
수산장학금

대학추천-재단선발, 수산업 관련 학과 학생 1인 200만원 3월, 9월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대학추천-재단(자체기준)선발
 - 3학년 1학기 학부생 대상, 1인(학기)당 550만원 지원
 - 최대 4개 학기 2,200만원 수혜 가능

12월

롯데장학재단 대학추천-재단(자체기준)선발,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12월

고양부삼성사재단 대학추천-재단(자체기준)선발, 고양부 학생 등 1인당 200만원 12월

아산사회복지재단 대학추천-재단(자체기준)선발, 등록금 전액 및 학업보조비 10월

재암문화재단 한림공원 재단(자체기준), 1인당 300만원 지급 재단 자체일정

정수장학회 대학추천-재단선발, 학업석차 5%이내  졸업시까지 등록금+50만원 12월

제주장학재단 대학추천-재단(자체기준)선발, 제주출신, 졸업시까지 160만원 2월

퍼시스목훈재단 대학추천-재단(자체기준)선발, 공과대학생, 1인당 150만원 4월

현대차정몽구재단
재단선발(자체기준), 기초학문전공학생 대상
 - 졸업시까지 등록금+180만원

12월

기타 (51종)

대학추천-재단선발
(GS숍 소비자리더, S&T장학, 홍산장학재단 간호대학동문회, 관우장학, 근로장학
(부서자체, 교외), 노엽문화, 농민사랑, 농협재단, 대한건설협회, 대한전기협회, 두
을, 목정, 미래의동반자, 미래인재육성, 배정, 산학협동, 삼금문화, 삼원, 삼일문화, 
서귀포로타리, 선암, 성안, 신양문화, 앨트웰민초, 열린사이버, 염곡문화, 인산란심
청운, 일주학술문화, 제주4·3평화, 제대총동창회, 제주마주협회, 제주서부로타리,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 제주은행, 제주도간호사회, 제주도건축사회, 조비경농, 
좌수반문화, 천일서암, 하림, 한국교통장애인제주됴협회, 한국로타리장학, 한국섬
유산업연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한
국전력전우회, 한국지도자육성, 한일문화협회, 함덕장학)

재단 자체일정

공학교육 장학금 공학교육 지원을 위한 기업체 대응장학
공학인증센터 

자체일정

제주삼다수재단 재단선발(제주도민 또는 도민 자녀) 1년간 등록금 전액 12월∼1월

제주개발공사(로스쿨) 공사선발, 법학전문대학원생 등록금 일부 지원 공사 자체일정

생활관 근로장학 학생생활관(BTL)자체 선발, 근로 장학금 수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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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우수

전체수석: 전형총점 최고득점자(수시 및 정시)
단과대학 수석: 단과대학별 전형총점 최고득점자(수시 및 정시)
- 미래융합대학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선발(2명)
수능성적 우수: 국어, 수학, 영어 수능성적이 모두 1등급
- 선발인원: 수시 5명, 정시 10명
장학혜택 및 유지조건
- 지급액: 등록금 전액+특별(발전기금 입학우수 장학 참고)
- 재학 학기성적 3.1/4.3 이상 유지
- 입학 후 1년 이내 휴학한 경우, 복학 이후 장학생 제외

신입생 입학시
1월~2월

학업성적 우수

신입생<전형성적 우수>
- 전형총점이 높은 학생 순 선발
-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A급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
- 모집단위 별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여 선발(미래융합대학은 통합)
재학생<학업성적 우수>
-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에서 선발(2.7/4.3 이상)
  A급 100%, C급 50%(A급 1명을 C급 2명으로 지급 가능)

2월, 8월

학부 복지
(저소득층 지원)

소득 0~8분위 학생 중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예산편성: 해당연도 장학금 예산의 30% 이상
- 국가장학에 선정된 0~8분위 학생 등록금 범위(잔액) 지원
-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에 미 선정된 0~8분위 학생
  *자체기준: 잔여예산에 맞게 유동적으로 성적 및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계획 

수립 및 지원

1월, 7월

경시대회 우수

전국(국제)규모 경시대회 3위 이상, 성적 2.7/4.3이상
- 국제규모 3위 이내 입상 신입생: 등록금 전액 수업연한까지
- 전국규모 3위 이내 입상 신입생: 등록금 전액 2개 학기
- 국제규모 3위 이내 입상 재학생: 등록금 전액 4개 학기
- 전국규모 1위 입상 : 등록금 전액 2개 학기
- 전국규모 2·3위 입상: 등록금 80% 2개 학기

해당자 수시

체육특기자
예체능특기자전형 입학(성적 1.8/4.3 이상)
- 전국규모 3위 이내 입상 신입생: 등록금 전액 2학년까지
- 전국규모 3위 이내 입상 재학생: 등록금 80% 2개 학기

신입생 1월
재학생 수시

국가고시 등 합격
국가공무원 5급 상당, 성적 2.7/4.3 이상

1차 합격: 2개 학기, 최종합격: 수업연한까지
해당자 수시

국가유공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지원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름
해당자 수시

새터민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지원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름
해당자 수시

가족(재학)
재학생 가족 2명 이상, 성적 2.7/4.3 이상
- 2명 E급 1명,- 3명 이상: B급+E급 2명 선발

6월, 12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족구성원인 학부생
- 외국인 기준 및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해당자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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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부생) 국제교류본부 선발, 외국인 A급(100%), 외국인 E급(20%) 2월, 8월

국외교류수학 파견 국제교류본부 선발, 해외 교류수학 파견 지원 장학 4월

장애학생(학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6급인 학생
- 장애등급과 성적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해당자 수시

우수봉사
사회봉사교과목 이수자 중 학생진로취업처장 추천 
 - 적 2.7/4.3 이상, 등록금 전액

2월, 8월

우수학생기자
학생기자 중 신문방송사주간 추천 
 -성적 2.7/4.3 이상, 등록금 전액

2월, 8월

홍보대사
홍보대사 중 홍보출판문화원장 추천
 -성적 2.7/4.3 이상, 등록금 20%

2월, 8월

장애학생도우미
장애학생도우미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
 -성적 2.7/4.3 이상, 등록금 전액 또는 등록금 50%

2월, 8월

학생회(원우회)임원
- 학생처장 추천(중앙운영위) 2.7/4.3 이상, 등록금 전액
- 단과대학장 추천(단대 학생회) 2.7/4.3 이상, 등록금 80%

2월, 8월

학군사관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중 학군단장이 추천
 -성적 2.7/4.3 이상, 등록금 전액 또는 등록금 50%

2월, 8월

기타(2종) 한국어우수, 학석사 연계 해당기관 자체일정

업무보조(근로) 학생복지과 인원 배정, 운용 부서 선발 시급 8,400원(2019년 기준) 2월~3월,
 8월~9월

교육연구보조(근로) 교무과 인원 배정, 운용 부서 선발 시급 8,400원(2019년 기준) 2월~3월,
 8월~9월

자체 근로장학 학생생활관, 생활협동조합,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선발 해당기관 수시

대학원 성적우수 등록금 범위내, 성적우수 D급, E급 2.7이상 2월

대학원 복지
중복수혜 불가, 평점2.0이상,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건보료 등 가계곤란 순위가 낮
은 순 차등(5순위) 지급

2월, 8월

장애학생(대학원) 장애등급별 성적기준 제한 차등지급(장애인) 해당자 수시

외국인(대학원생)

지도교수 재정보증 여부에 의해(A급, D급, E급)
 - 재정보증 교수별 5명 미만 A급1명, 나머지 D급(3.7이상)
 - 재정보증 교수별 5명 이상 A급2명, 나머지 D급(3.7 이상)
 - 재정보증이 없는 학생 E급(3.3이상)

2월, 8월

법전원 교육조교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교육조교(자체 운영) 해당기관 수시

의전원 특별장학 의학전문대학원 선발(자체 재원)

단위부서 
지급기준 및 
요청에 의거 
선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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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사업개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소득분위8분위 이하, 학부생(만35세이하)의 등록금 및 생활비

(신편입생)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성적70점(1.4)이상

(등록금) 10만원이상 ∼등록금전액

(생활비) 10만원이상 ∼ 150만원이내

(상환) 취업등 소득발생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변동금리 2.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모든 소득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55세이하)의 등록금 및 생활비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가능

(신편입생)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성적70점(1.4)이상

  -졸업학년학생,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등록금) 10만원이상 ∼ 등록금전액

(생활비) 10만원이상 ∼ 150만원이내

(특별추천) 자격요건 미달시 특별추천 가능(재학중)

  -성적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추천

  -성적 외 기준: 성적 미산정자,재학생기등록자,기납부자 1회추천

(상환) 20년(10년거치, 10년상환)(고정금리 2.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상)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미 종사로 농어촌지역에 6개월이상 단순거주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8분위이하는 

융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제

한없음

(신편입생)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성적70점(1.4)이상

  -졸업학년학생, 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적용 제외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정규학기)

(상환) 2018-1이전융자: 졸업 후 2년 뒤부터 1년 상환

      2018-2이후융자: 최장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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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입생 등록금   

❍ 등록금액(학기당)                                                 (단위 : 원)

대학 학과(부) 등록금액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1,640,000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 1,640,000

경상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1,640,00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일반사회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1,640,000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컴퓨터교육과, 체육교육과

2,011,000

생명자원과학대학
산업응용경제학과 1,640,000

생물산업학부(식물자원환경전공, 원예환경전공), 
생명공학부(바이오소재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2,011,000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산업경찰학과 2,011,000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2,185,000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의류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학과, 전산통계학과,
체육학과

2,011,000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전공),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2,185,000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문화조형디자인전공)

2,185,000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1,460,00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149,000

수의학과 2,816,000

의과대학
의예과 3,534,000

의학과 5,900,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2,011,000

미래융합대학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학점 당
101,000원

건강뷰티향장학과
학점 당

124,000원

▣ 문의처 : 재정과(064-754-2097) ※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예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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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생생활관 (아라캠퍼스/제주시 아라동 소재)

1. 총 수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남자 여자 계 비      고

학생생활관(2·3호관)
(대학직영)

628 206 834

* 1인실(공용실) : 98명[남 54명/54실, 여 44명/44실]
* 2인 1실(공용실) : 240명[남 118명/59실, 여 122명/61실]
* 2인 1실(원룸형) : 40명[여 40명/20실]
* 3인 1실(공용실) : 456명[남 456명/152실]

1BTL학생생활관(4호관)
(민간자본시설) 312 312 624 * 2인 1실(원룸형) : 624명[남 312명/156실, 여 312명/156실]

2BTL학생생활관(5호관)
(민간자본시설) - 468 468 * 2인 1실(원룸형) : 468명[여 468명/234실]

* 기혼자 숙소 14실(2인 10실, 3인 4실) 별도 
3BTL학생생활관(6호관)

(민간자본시설) 450 450 900 * 1인실 : 100명[남 50명/50실, 여 50명/50실)
* 2인 1실(원룸형) : 800명[남 400명/200실, 여 400명/200실)

합 계 1,390 1,436 2,826

 ※ 호관별 남·여 수용인원은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주자격 및 선발

입주자격 • 제주대학교에 입학·재학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
신청기간 • 신입생은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등록 마감일 이내의 소정 기간

선발방법

• 우선선발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외국민, 체육특기자  
•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선발기준에 의함
 - 타시도 〉 서귀포 지역·제주시 읍면지역 〉 제주시 동지역 순으로 선발
• 동일지역 내 신청자가 경쟁하는 경우 성적우수자 선발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은 입시원서에 기재된 정보 활용, 건강진단서(결핵검사) 필수 제출
  - 단,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 우선선발대상자인 경우 해당 우선선발 증빙서류 1부 별도 제출

생활관비

[관리비+식비]

(2019학년도 기준)

※2020학년도 

생활관비는 미확정

(확정실 별도 공지)

□ 관리비           (단위 : 원, 1인기준) □ 식비                 (단위 : 원, 1인기준)

입주호관 1학기 2학기
식비(생활관 직영식당)

비  고
구분 1학기 2학기

2호관
A동

1인실 940,100 869,000

묶음식

주5일식
(월~금)

[평일: 조·석식]
590,400 543,600

1식 단가 

3,600원

2인실 586,670 542,300
B동 2인실 493,850 456,500

3호관
A동

1인실 940,100 869,000

3인실 452,200 418,000 주6일식
(월~토)

[평일: 조·석식
토: 중·석식]

709,200 644,400A,B동 2인실 493,850 456,500

4호관 A,B동 2인실 643,790 595,100

5호관 C,D동 2인실 686,630 634,700
자율식(식권구매) 단가 5,000원

6호관 E,F동
1인실 1,211,420 1,119,800
2인실 714,000 660,000

 ※ 2·3·4·5호관 입주학생은 생활관 직영식당만 이용/6호관 입주학생은 6호관 신세계푸드 식당만 이용가능
 ※ 6호관 입주학생의 식사이용 방법 및 금액 등은 별도 공지사항 참조(문의 : 064-722-9632)
 ※ 일요일, 공휴일은 식사 미제공

 ※ 2019학년도 생활관비(관리비+식비)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jejunu.ac.kr)에 공지됨. 하기·동기 방학 특별개관은 별도 모집.

3. 편의시설
입주실시설  책상, 의자, 침대, 책장, 옷장, 신발장, 에어컨, 유·무선인터넷 등 구비

공 용 시 설  휴게실, 독서실, 컴퓨터실, 스터디룸, 세미나실, 체력단련실(남·여), 샤워실, 세면실, 
세탁실, 전자레인지

개인준비물  침구류, 세면도구, 세탁용품, 스탠드, 빨래건조대 등 개인용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064-754-2252, 4674, 46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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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사라캠퍼스/교육대학)

1. 입주인원 및 주요사항

구       분 인  원 주     요     사     항

신입생
여 32

․ 아파트형으로 세대별 3개의 방과 거실, 욕실, 세탁실 및 다용도실 등으로 

시설되어 있음

․ 학생생활관 입주는 재학기간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음

․ 중도 퇴사자의 입주비와 관리비는 환불하지 않음

남   6

재학생
여 44

남 12

타 교대 교류학생 6

합      계 100

※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년별 입주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입주자격 및 선발

입주자격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입학·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건강진단서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청기간 ․ 신입생은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등록 마감일 이내의 소정기간 

선발방법
․ 통학이 어려우며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기준에 의함

제출서류

․ 학생생활관분관 입주원서(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소정양식) 1부
․ 부·모 각각의 재산세납세증명서 1부
  (반드시 부·모 두 분의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사 진 2매(3×4㎝)
․ 건강진단서 1부

사 용 료

(2018학년도 금액)

․ 입주비 : 연 50,000원
․ 관리비 : 학기당 447,000원
․ 식  비 : 1식당 3,000원 (1일 2식, 아침‧저녁) 학기별로 징수

3. 주요 시설현황  

시 설 명 주     요      물      품

입 주 실 침대, 책상, 의자, 책장, 옷장, 냉장고, 세탁기, 신발장

공 용 시 설 휴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런닝머신, 싸이클 등)

관 리 실  및  방 송 실 각 세대별 관리 시스템 설치, 방송 기자재 등

기 타
공용(전자렌지)
개인침구류, 세면도구, 세탁용품, 스탠드 등은 본인이 구비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생활관분관((064)754-4724/kyongks@jejunu.ac.kr)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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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사제도  

1. 전과

  가. 전과란 학사과정의 2학년 이상 재학 학생(8학기 등록생 및 수업연한초과자 제외)이 소속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재학 중의 전과는 2회까지 허용) 

  나. 전과 지원자격

     - 2학년 이상 재학(복학예정자 포함)

     - 2~7학기 등록자로서 1~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Ü 전과허가 학년별 등록기준 및 수료학점 충족 필요

       Ü 지원자격의 수료학점에는 D학점이상 학점만 인정됨(F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다. 전과 제한

     - (전입 제한)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사범대학 4학년, 예술디자인대학 3, 4학년으로는 전입이 제한됨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학부 및 전공으로 전과 불가

     - 두 번째 전과하려는 학생은 첫 번째 전과했던 동일 학년으로 다시 전과 불가

       ※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의 경우 이미 전과한 횟수에 관계없이 전과 가능

     - (지원 불가)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전과 허가 학기에 복학 불가한 학생, 편입한 

학생, 입학당시 예체능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미래융합대학은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간 전과만 허용 

  라. 전과 선발방법

     - 전과 전형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한 신청학생의 성적에 따라 무시험 전형으로 실시하되, 

예‧체능 계열 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실기나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그 외 학과(전공)에서도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음

  마. 전과 유의사항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정별 이수

학점을 적용받으므로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전과 허가학기에 전입학과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일반

휴학할 수 없음(군복무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제외)

       * 군복무 휴학자의 경우 군 입대일이 전과 허가일(3.1.) 이후여야 함

       ** 질병휴학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일이 전과 허가일(3.1.) 이후여야 함

    -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전과 취소

    - 전과 허가 후 취소된 경우에는 1회 전과로 봄.

  ▣ 문의처: 학사과(☎064-7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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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전공

  가.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임

  나. 학생은 소속된 모집단위에서 제공하는 전공 중 하나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본

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수전공 소속 대학장이 인정할 경우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다. 사범대학, 교육대학, 수의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간호대학, 의과대학, 예술디자인

대학, 체육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에서 제공 하는 전공을 다른 

모집단위의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다만,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

자는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사범대학내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라. 학생 스스로 각 학과‧학부 또는 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조합하여 설계한 학생

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서를 지도교수·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학사과)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문의처: 학사과(☎064-754-2022)

3. 교직과정

  가. 교직과정 : 비 사범계열 학부, 학과 및 전공 중 교직과정이 설치·승인된 학부, 학과 및 전공

에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과정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2학년 재학생으로서 1학년 수

료학점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4 이상인 자

  다. 교직과정 설치 현황 

대학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
인원 대학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
인원

인문

국어국문학과 국어 3 해양
과학

해양생명과학전공 수산․해양 2
해양산업경찰학과 항해 2영어영문학과 영어 3

독일학과 독일어 2
자연
과학

생물학과 생물 2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3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3

 패션의류학과  의상 2중어중문학과 중국어 3
 생활환경복지학부  가정 3사학과 역사 3

사회학과 일반사회 3

공과

생명화학공학전공 화공 2
철학과 철학 2 전기공학전공 전기 1

사회
과학 행정학과 일반사회 2 전자공학전공 전자 1

경상
경영학과 상업 3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통신 1
관광경영학과 관광 5 간호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4

생명
자원
과학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자원․조경 2 예술
디자

인

음악학부 음악 3
원예환경전공 식물자원․조경 2 미술학과 미술 2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자원 1 산업디자인학부 디자인 4

  ▣ 문의처: 학사과(☎064-75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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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전공

  가.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나. 일반학과 전공 교과목 이수방법과 동일하며, 42학점~50학점 이상 이수 시 연계전공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 

  다. 연계전공 개설 현황

연계전공명 참 여 학 과 주 관 학 과

한국문화콘텐츠 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사회복지 사회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실버케어복지학과 사회학과

관광융합소프트웨어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산통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중국비지니스무역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중어중문학과 무역학과

통합사회교육전공 사회교육과(일반사회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통합과학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과학교육학부

순환농업
식물자원환경전공, 원예환경전공, 바이오소재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산업응용경제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물자원환경전공

영농정착 식물자원환경전공, 원예환경전공, 산업응용경제학과 식물자원환경전공

종자산업
바이오소재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원예환경전공

바이오소재전공

말산업융복합 동물생명공학전공, 관광개발학과, 체육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
지식재산 바이오소재전공, 패션의류학과, 전자공학전공, 경영정보학과 바이오소재전공

해양기상학
해양산업경찰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전산통계학과

해양산업경찰학과

기술·가정
생활환경복지학부, 건축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원예환경전공, 
전기공학전공

생활환경복지학부

소비자학 아동·생활복지전공, 경영학과, 패션의류학과 아동·생활복지전공

아열대식품소재산업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소재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산업응용경제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스마트그리드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전기자동차
전기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아동복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학과, 아동·생활복지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위의 참여 학과는 2018학년도 입학자 기준이며, 참여 학과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학사과(☎064-754-2022)

5.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가.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학생이 국내외의 타대학(원격대학 포함)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제

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경우 졸업필요학점의 1/2까지 인정

  나.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적 현황

구 분 대  학(교) 비 고

국내

(34개 

대학)

강릉원주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경인교대,경희대,계명대,공주대,국민대,

대구교대,대구대,동국대,부경대,부산교대,부산대,상명대,서울교대,서울대,

숙명여대,순천대,영남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창원대,충남대,충북대,

한국교원대,한국외대,한국체육대,한국해양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 

  ▣ 문의처 : 학사과(☎064-75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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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파견 교류수학  

1.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로그램

 가. 개요 : 우리대학과 학생교환협정 또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교류대학에 학비면제 또는 

학비납부 교류수학생으로 파견되어 수학 후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나. 프로그램 구분

구분
교류수학 복수학위

정규과정 어학과정 어학+정규과정 정규과정

수학내용
학부 전공/교양
교류대학 자체 

어학과정

어학 집중교육 과정
(레벨에 따른 어학과정)

어학+학부과정 학부 전공/교양

수학기간 1학기 또는 1년
・장기: 1학기(15주)
・단기: 하계/동계방학(4주 또는 6주)

1학기 2년

학점인정
전공학점 또는 

일반학점
일반학점

전공학점 또는 
일반학점

전공학점 또는 
일반학점

등록금
제주대학교납부

(교류대학 
등록금 면제)

양교납부 양교납부

제주대학교 납부
/양교납부
(복수학위 

협정서에 따름)

어학자격
교류대학 요구

자격충족
해당국가 외국어 성적 소지자

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교류대학 요구 

자격충족
교류대학 요구 

자격충족

학적상태 재학
・장기: 재학
・단기: 하계파견-1학기 재학, 
        동계파견-2학기 재학

재학 재학

선발시기
파견 직전학기 초
1학기 파견: 전년도 9월~10월/하계단기 파견: 해당연도 4월
2학기 파견: 해당연도 3월~4월/동계단기 파견: 해당연도 10월

 다. 지원자격

  - 신청일/파견일 기준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교류수학 종료 후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우리대학에서 이수 예정인 자

  - 이수한 학기까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4/4.3 이상인 자

  -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원자격(어학성적 및 학점)을 충족하는 자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자격은 해당 프로그램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2. 지원금 혜택

파견지역 정규과정 어학과정/어학+정규과정

아시아
첫 학기: 1,000천원

두 번째 학기: 6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사업>

・소득분위 1~3분위: 연수비, 숙소비, 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비, 현지교통비 지원

・소득분위 4~10분위/미해당자: 연수비, 항공료 지원

<기타 국제교류 관련 사업>

・사업내용 및 특징에 따라 장학금 범위가 정해짐

유럽
첫 학기: 2,000천원

두 번째 학기: 1,200천원

미주

오세아니아

첫 학기: 2,000천원

두 번째 학기: 1,200천원

▣ 문의처: 국제교류본부 064-754-8243  ▣ 홈페이지: http://intl.jejunu.ac.kr 

http://intl.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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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외 인턴십  

1.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가. 목 적 : 다양한 국가에서 어학·직무연수와 기업체 인턴십을 통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은 물론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 활성화

 나. 내 용

구 분
(대상)

연수국 연수 내용 선발시기 연수기간

해외인턴십
(재학생)

미국
(디즈니월드)

- 자체 어학연수 2주
- 대학(DSU) 수강 3주
- 디즈니월드 유급인턴십 22주

12월~1월
학기 중
(2학기)

미국(샌프란시스코)

- 자체 어학연수 2주
- 현지 어학·직무연수 8~10주
- 현지 무급인턴십 8~10주

4,5월 학기 중
(2학기)

호주(시드니)

캐나다(벤쿠버)

중국(상해) 

독일(프랑크푸르트)

미국
(뉴욕)

- 자체 어학연수 1주
- 현지 직무연수 1주
- 현지 인턴십 7주

5월 하계방학

10월 동계방학

해외취업
(졸업·예정자)

독일(프랑크푸르트)
호주(시드니)

- 자체 어학연수 2주 
- 현지 적응교육 2주 
- 인턴십(15주이상) 후 해외 취업

4월 8월 이후

   ※ 지원기관의 지원규모 및 사업방향에 따라 연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다. 대 상 

    - 지원 신청일 기준 2~4학년 재학생으로 연수종료 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 학업성적 2.6(4.5기준) 이상, 어학성적(토익 650점 이상, HSK 3급 상당) 

      ※ 사업별로 어학성적, 학년 및 지역 제한 등 추가 기준 있음

    - 비자발급, 건강 등 해외인턴십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지원사항

    - 학점인정 : 어학연수(4학점), 글로벌 인턴십 교과목 (6~15학점) 

    - 경비지원 : 자체 어학연수, 현지 어학·직무연수 및 기업 인턴십(취업) 지정 비용, 홈스테이 비용, 

항공료 및 보험료 등(사업별로 일부 상이함)

      ※ 개인부담금 : 참가비(국가별 차등:1,000천원∼2,000천원), 현지 교통비·식비·문화체험비 등

2. 정부 해외인턴십 참가자 지원 

 가. 목  적 :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한 인턴십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감각과 해외취업역량 강화

 나. 내  용 : WEST(한미대학생연수)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다. 학점인정 : 글로벌인턴십 교과목 4~15학점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진로취업과(064-754-2303), 홈페이지 http://clip.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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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학교육혁신센터

1. 공학교육인증제의 개념 
  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공학교육

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나. 수요자(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

어있음을 보장해주는 제도

2. 공학교육인증의 효과

▪ 기본 소양 및 전공기반의 실력과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학도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국내 기업 신입사원 채용시 인증졸업자 우선적 채용]
▪ 삼성그룹, 인성정보계열사 등 서류전형시 10% 가산점 부여
▪ 현대중공업그룹, STX그룹, 동국제강그룹 등 취업 시 

서류전형 우대 및 공학인증 이력서 표기

▪ 정부는 4년제 공과대학의 공학교육인증을 
받도록 정책 추진

▪ 취업 면접시에도 전공 관련 질문대신에 
공학교육인증 에서 요구하는 ‘학생포트폴리오, 
캡스톤디자인’ 등에 대한 질의 

[국제적인 엔지니어로서 자격 인증]
▪ 워싱턴어코드(WA) :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홍콩, 

호주, 대만 등 15개국 참여
▪ 호주 기술독립이민제도 : 인증졸업생은 기술심사의 

CDR(기술경력리포트) 면제
▪ 워싱턴어코드 가입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 취업 가능 

3. 참여학과 소개

 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의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이 참여하고 있음

 나. 공학교육인증제를 적용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모든 학생은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4. 공학교육인증 취득방법

가. 대학 전 과정동안 각 프로그램 지도교수의 매 학기 상담하에 자신의 4년 동안의 이수 프로그

램과 학생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관리함

나.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별로 지정된 교과과정을 필수 이수하고, 아래의 요구 

학점을 취득 하여야 함

구    분 요구학점

MSC(수학, 과학, 전산학) 교과목 30학점 이상

전공이론 및 설계 교과목 54학점 이상(전공 설계과목 12학점 포함)

5.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공학교육의 교과과정을 연구하여 개선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융합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  – 전    화 : 064)754-3604~5

                            – 홈페이지 : http://abeek.jejunu.ac.kr

http://abeek.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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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 

1.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MROTC) 모집 및 선발

  가. 모집인원 : 35명(1학년 25명, 2학년 10명, 학년별 女 2명)

  나. 모집시기 : 매년 3월-5월

  다.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1) 제주대학교 1,2학년 재학생(여학생 포함 선발)

     2) 임관일(졸업년도 3월 1일) 기준 만 20~27세인 자

     3) 군 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이중국적자 지원 불가

  라. 모집계열 : 전 병과 통합선발 후 임관 전 병과 분류
      * 보병(기갑병과 포함), 포병, 정보통신, 병기, 보급/수송, 공병, 재정, 정훈, 헌병

  마. 복무기간 : 임관 후 24개월(2년)  * 임관 후 개인 희망에 따라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신청가능

  바. 평가항목 : 1차시험(KIDA간부선발도구+국사), 2차시험(면접고사+체력검정+신체검사)
      * 체력검정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 해군 학군사관후보생(NROTC) 모집 및 선발

  가. 모집인원 : 25명(1학년 25명, 女 3명)

  나. 모집시기 : 매년 9월-10월

  다.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1) 1학년 재학생으로서 임관일(졸업년도 3월 1일)기준 만 20 ~27세인자)

     2) 대학성적이 평점 2.4점(4.5학점 기준) 미만자는 지원불가

     3) 군 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이중국적자 지원 불가

  라. 모집계열 

  

병 과 함 정 헌 병 정보통신 병 기 보 급 시 설 재 정 정 훈

지원가능 
전공/학과

전 학과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계열

공학계열 공학계열
사회, 자연, 
공학계열

공학,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 사회, 
교육계열

      * 승선학과(해양경찰학과)는 전원 함정병과로 분류

  마. 복무기간 : 임관 후 24개월(2년)  * 임관 후 개인 희망에 따라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신청가능  

  바. 평가항목 : 1차시험(대학성적+수능성적+KIDA간부선발도구+국사), 

                2차시험(면접고사+체력검정+신체검사)   * 체력검정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 대우 및 복지혜택

  가. 입단 후 소정의 군사교육 수료 및 임관종합평가 합격자 해군ㆍ해병대 소위 임관

  나. 학군사관후보생 총원 학기별 교내장학금(반액 ~ 전액) 지원, 국방부 장려금 200만원 별도 지급

  다. 학군사관후보생 총원 해외(중국, 일본, 베트남 등)탐방 기회 부여

  라. 학군사관후보생 총원 교육보조지원 지급(매월 약 68,000원) / 훈련비 지급(약 91만원 분할지급)

  마. 임관 후 정기적 월급 및 수당, 명절비, 상여금 등 지급(소위 연봉 2,800만원)

  바. 성적 우수자, ROTC 중앙회 및 동우회 장학금 지급(매년 해군 · 해병대 총 8명, 각 100만원)

  사. 매 학기 학생생활관 배정시 학군사관후보생(ROTC) 우선선발권 부여

  아. 전역(퇴직)시 퇴직금 지급 및 장교 특별전형을 통한 각종 기업(삼성, 롯데, 현대 등) 채용

▣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상담 및 문의처 
제주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ROTC)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학생군사교육단(ROTC)
전화번호 : 064) 755 – 6188    홈페이지 : http://rotc.jeju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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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학습지원 프로그램

1. 신입생 예비대학

 가. 운영목적

  1) 예비신입생 대상으로 입학 전에 기초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예비신입생의 구체적인 대학생활 설계 및 진로설계 지원을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모집인원 : 제주대학교 수시 및 정시 합격자

 다. 모집시기 : 매년 11월 ~ 1월

 라. 운영내용

  1) 운영 기간 : 2월 중 15일간 운영

  2) 운영 강좌  ※ 복수 수강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

   - 기초과목 강좌 : 글쓰기,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 강좌 운영

   - 대학생활과 진로캠프 : 캠퍼스투어, 나의 대학생활적응기 및 꿀팁, 선배와의 대화, 진로설계 운영

 마. 지원사항

  1) 수강료 및 교재 무료 지원

  2) 학습노트 및 간식 제공

2. 학습지원 프로그램

 가. 학습법 특강/워크숍

   1) 운영내용 : 학습자 맞춤형 리포트 작성, 발표법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법 특강 운영

   2) 운영시기 : 매 학기 운영, 드림이지 홈페이지 또는 현장 신청 접수

 나. 학습공동체

   1) 운영내용 : 전공, 교양 등 학습 목적을 유형화하여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동아리 및 멘토링 운영

   2) 지원사항 : 팀 운영 지원금 지원 및 우수 활동 팀 시상

   3) 운영시기 : 매 학기 운영, 드림이지 홈페이지 신청

 다. 학습법 공모전, 학습 페스티벌 등

   1) 운영내용 : 전공, 독서, 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노하우에 대한 공모전 및 성과 공유의 장 운영

   2) 운영시기 : 매년 말 운영, 드림이지 홈페이지 신청

 라. 기초학력 상담실

   1) 운영내용: 글쓰기,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상담 지원

   2) 운영시기: 매 학기 운영, 드림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대면 및 온라인 상담 선택 신청

3. 제주대학교 비교과 역량개발 시스템 ‘JNU e-CLIPs’ 

 가.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비교과 교육활동으로 제주대학교 인재상 및 

6대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구성

 나. JNU e-CLIPs: 제주대학교 6대 핵심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비교과 마일리지 적립 및 

취득 마일리지 실시간 확인까지 가능한 ONE-STOP 시스템

 다. URL: jnu.worknjob.net

▣ 문의처 : 교육혁신본부(064-754-2057, 8265, 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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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도서관 이용

1. 도서관 이용시간

  ▣  자 료 실

구  분
이용시간

학기중 방학중

중앙도서관
국외서자료실

평일 09:00~18:00참고자료실
제주자료실

중앙디지털도서관

국내서1자료실

평  일 09:00~20:00
토요일 09:00~13:00

평일 09:00~18:00
국내서2자료실

Group-Study Lounge
미디어라운지

커뮤니티홀, 유니버설 라운지
의학분관(의학전문대학원)

평일 09:00~18:00 법학분관(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분관(교육대학)

  ▣  열 람 실

구  분
이용시간

학기중 방학중

중앙도서관
제 1열 람 실 , 자 유 열 람 실 24시간 개방

제 2 열 람 실 06:00~24:00

교육대학분관 자유열람실 평일 09:00~18:00

※ 휴무일 : 일요일, 공휴일, 장서점검일, 방역일, 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날

2. 도서관 이용방법

구       분 내  용

이용증 발급
- (모바일)학생증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제주대학교 모바일 도서관” 앱 검색 및 설치

- (카드)학생증 : 중앙디지털도서관 2층 인포메이션데스크에 본인 방문 발급

이용방법

- (모바일) 학생증 지참하여 도서 대출

- 2G폰, 기타 운영체제(WindowsMobile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 학생증」을 사용

       ※ 모바일 학생증과 카드 학생증 병행 사용은 불가

3. 자료 이용방법

구       분 내  용

대출·반납
중앙디지털도서관 2층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자동대출·반납기 이용

※ 법학분관, 의학분관 및 교대분관 자료는 해당 분관에서 대출 및 반납

대출 권수·기간
대출권수 대출기간

10책 10일(1회 연장 가능)

▣ 문의처 : 중앙도서관 (064-75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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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정보서비스 이용 

1. 하영Dreamy(학사정보시스템)

 가. 접속URL : http://dreamy.jejunu.ac.kr

 나. 접속ID/비밀번호 : 하영Dreamy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사용

     ※ ID는 자동부여, 비밀번호는 로그인 후 변경하여 사용

 다. 문의처 : 정보통신원 (☎ 064-754-8382~8385)

 

2. 대학이러닝 및 K-MOOC

 가. 이러닝 로그인 : 제주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대학이러닝센터(http://elearning.jejunu.ac.kr) 접속하여 ID와 패스워드는 하영드리미와 동일 입력

   - 정보연동(개인정보 및 수강정보) 익일 확인 가능

 나. K-MOOC 로그인 :  www.kmooc.kr 별도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다. 문의처 : 대학이러닝센터 (☎ 064-754-2328~2330)

■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안내 ■ 

□ 수강신청 : 한 학기 6학점/1년 최대 12학점 취득의 기회(학점당 30,000원 수강료)

      ※ 나라사랑 홈페이지(www.narasarang.or.kr) 수강신청시 수수료(11,000원) 국방부 지원

□ 대상자 :  군 복무 중 대학원격강좌 개설 대학 중 군 입대 장병

            (현역병사, 단기부사관, 상근예비역, 전의경,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요원)
            

젊은 청춘에 아까운 2년을 알차게 소비할 수 있는 군학점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시 좋은 점!!

복학 이후 학점 취득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복학 이후 전공, 영어, 취업 준비에 전념하기 좋습니다.

4년 동안 학점을 쌓아서 졸업에 필요한 스펙을 늘려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군대에서 아깝게 2년을 보내지 말고

군학점을 통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4학년 취업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족한 학점 때문에 학교에 발이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www.kmooc.kr
http://www.narasar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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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메일 이용

 가. 웹메일 주소 : https://webmail.jejunu.ac.kr

  

 나. E-mail 회원가입 : 웹메일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하기 메뉴선택

   - 신입생은 학번을 부여 받은 후 가입 가능(개강 후)

   - 하영드리미 사용자 인증 ⇒ 웹메일 아이디 생성 후 메일 이용

   - 이용방법 : 웹메일 로그인 후 상단 게시판, 알림글 확인 가능

 다. 문의처 : 정보통신원(☎ 064-754-8391)

4. 제주대학교 무선랜(WIFI) 이용안내

  가. 서비스 종류

접속 SSID 사용자 계정 사용범위 비고

JEJUNU-WIFI
아이디 : 학번

패스워드 : 무선랜비밀번호
학내에서 사용

eduroam
아이디 : 학번@jejunu.ac.kr

패스워드 : 무선랜비밀번호

타 기관 방문 시 사용

(eduroam에 가입된 기관)

※ JEJUNU_ZINFO는 서비스 이용 전 사용자 최초 인증용으로 사용됨

※ 신입생은 개강 후 학번 부여됨

  나. JEJUNU-WIFI 이용 방법 

     1) 사용자 인증

        ① 휴대폰 WI-FI설정에서 JEJUNU_ZINFO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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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하영Dreamy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아이디는 “학번”, 변경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확인은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 후 변경버튼을 누릅니다.

     2) 안드로이드폰

        ① WI-FI설정 > SSID “JEJUNU-WIFI”선택

        ② EAP방식 “PEAP”선택, 2단계인증 “MSCHAPV2”선택, CA인증서 “인증 안 함”

        ③ 아이디 : 학번 입력

        ④ 비밀번호 : 무선랜비밀번호 입력

     3) 아이폰/맥북

        ① WI-FI설정 > SSID “JEJUNU-WIFI”선택

        ② 아이디 : 학번 입력

        ③ 비밀번호 : 무선랜비밀번호 입력

  다. eduroam 이용 방법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eduroam에 가입된 전 세계의 기관 방문 시 교내에서 사용 중인 본인

의 무선랜 “아이디/패스워드”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

습니다.

     1) 안드로이드폰

       ① WI-FI설정 > SSID “eduroam”선택

       ② EAP방식 “PEAP”선택, 2단계 인증 “MSCHAPV2” 선택

       ③ 아이디 : 학번@jejunu.ac.kr 입력

       ④ 비밀번호 : 무선랜비밀번호 입력

     2) 아이폰/맥북

       ① WI-FI설정 > SSID “eduroam”선택

       ② 아이디 : 학번@jejunu.ac.kr 입력

       ③ 비밀번호 : 무선랜비밀번호  

  라. 문의처 : 정보통신원(☎ 064-754-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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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Ⅱ. 주요부서ž학과별 전화번호 

【행정지원 부서】

담 당 업 무 부   서 전 화 번 호 비 고

등록금 납부・ 환불 재정과 (064)754-2097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생복지과 (064)754-2051~4

기숙사 입주 안내 학생생활관
(064)754-2252 아라캠퍼스

(064)754-4724 사라캠퍼스

휴학 등 학적관리 종합서비스센터 (064)754-3030~1

수강신청, 전과, 복수전공, 교직이수 학사과 (064)754-2021~7

해외연수, 교환학생 국제교류본부 (064)754-2198

해외인턴십, 취업안내 진로취업과 (064)754-2303

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 교육혁신본부 (064)754-2036, 8266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 안내 학생군사교육단(ROTC) (064)755-6188

도서 및 열람실 이용 중앙도서관 (064)754-2217

하영Dreamy, 이러닝, 웹메일 정보통신원

하영Dreamy (064)754-8386

이러닝 (064)754-2330

웹메일 (064)754-8391

입학 전형관리 입학관리과
(064)754-2043~5

(064)754-3990~5

단과대학

인문대학 행정실 (064)754-2702~3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064)754-2902~3

경상대학 행정실 (064)754-3102~3

사범대학 행정실 (064)754-3202~3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정실 (064)754-3302~3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064)754-3405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064)754-3503

공과대학 행정실 (064)754-8323

교육대학 교학처 (064)754-4721 사라캠퍼스

수의과대학 행정실 (064)754-3052

간호대학 행정실 (064)754-3743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064)754-4602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064)754-3901

의과대학 행정실 (064)75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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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학과,전공) 전화번호
(064)754~ 대학 모집단위(학과,전공) 전화번호

(064)754~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710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3510

영어영문학과 2720 생물학과 3520

독일학과 2740 화학·코스메틱스학과 3540

일어일문학과 2760 식품영양학과 3550

중어중문학과 2820 수학과 3560

사학과 2770 전산통계학과 3590

사회학과 2780 생활환경복지학부 3570

철학과 2750 패션의류학과 3530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930 체육학과 3580

언론홍보학과 2940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3610

정치외교학과 2950

기계메카에너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전공 3620

행정학과(야) 2931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3710

경상대학

경제학과 3160 에너지공학전공 3640

무역학과 3150 생명화학공학 전공 3680

경영학과 3110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3670

회계학과 3140 전자공학전공 3660

경영정보학과 3180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3630

관광경영학과 3130 컴퓨터공학전공 3650

관광개발학과 3170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3700

경영학과(야) 3190 건축학전공 3709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210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4721

영어교육과 3220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324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3790
지리교육전공 3231

윤리교육과 3260
간호대학 간호학과 3880

수학교육과 3270

과학교육학
부

물리교육전공 3281

예술디자인
대학

음악학부 2790
생물교육전공 3280

미술학과 2810컴퓨터교육과 3290

체육교육과 3255

산업디자인학부
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720

생명자원과학
대학

생물산업학
부

식물자원환경전공 3310

원예환경전공 3320
문화조형디자인전공 3690

생명공학부

바이오소재전공 3340

분자생명공학전공 3359

미래융합대학

건강뷰티향장학과 3546
동물생명공학전공 3330

관광융복합학과 3920산업응용경제학과 3350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
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3420
부동산관리학과 3930수산생명의학전공 3470

실버케어복지학과 3940
지구해양과학과 3430
해양산업경찰학과 3410
해양시스템공학과 3480

의과대학 의예과 3878환경공학과 3440
토목공학과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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