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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 일정

구    분 대 상 전 형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모든 전형
 ※ 다만,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수능이후 정해진 기간에 입력 
및 수정

2019. 9. 6.(금) 09:00
   ~ 9. 10.(화) 18:00 경북대학교 홈페이지(www.knu.ac.kr)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원서접수사이트(www.jinhakapply.com)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19. 9. 6.(금) 09:00

   ~ 9. 11.(수) 18:00

서류제출
모든 전형

2019. 9. 6.(금) 09:00 
   ~ 9. 18.(수) 18:00 
* 도착분에 한함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입학과
대학입학팀 담당자 앞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서류 미제출자 공고 2019. 9. 25.(수)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1단계 합격자 발표

- 실기(예능)전형(음악학과)
- 특기자(체육)전형
-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예능)

2019. 10. 7.(월) 17:00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 학생부종합전형
  [장애인등대상자(예능) 제외] 2019. 11. 1.(금) 17:00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2019. 11. 15.(금) 09:00 
   ~ 11. 19.(화) 18:00

자기소개서 입력현황은 
따로 공고하지 않음

실기

고사장안내 및 
수험표출력

- 실기(예능)전형
-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예능)

2019. 10. 8.(화) 10:00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고사실시 - 실기(예능)전형
-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예능)

2019. 10. 11.(금) 08:30 ~ 해당 고사장
고사 시 수험표 지참

(57쪽 참조)

면접

고사장안내 및 
수험표출력

특기자(체육)전형 2019. 10. 11.(금) 10:00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학생부종합전형 2019. 11. 12.(화) 10:00

고사실시
특기자(체육)전형 2019. 10. 12.(토) 08:30 ~

해당 고사장
고사 시 수험표 지참

(57쪽 참조)학생부종합전형 2019. 11. 16.(토) 08:30 ~

논술
(AAT)

고사장안내 및 
수험표출력

논술(AAT)전형 2019. 11. 19.(화) 10:00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고사실시 논술(AAT)전형
2019. 11. 23.(토)
 - 인문계열: 09:00 ~
 - 자연계열: 15:00 ~

해당 고사장
고사 시 수험표 지참

(57쪽 참조)

최종 합격자 발표

- 실기(예능)전형(미술학과 제외)
- 특기자(체육)전형

2019. 11. 1.(금) 17:00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54쪽 참조

위 전형 외 모든 전형 2019. 12. 10.(화) 17:00

합격자온라인
문서 등록

모든 전형
 ※ 기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방식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방식으로 변경

2019. 12. 11.(수) 09:00
   ~ 12. 13.(금) 16:00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로그인 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예치금 납부 없음)

공지되는 기간 내에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모든 전형 2019. 12. 16.(월) ~ 12. 19.(목)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54쪽 참조

미등록 충원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모든 전형
 ※ 기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방식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방식으로 변경
2019. 12. 17.(화) ~ 12. 20.(금)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로그인 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예치금 납부 없음)

공지되는 기간 내에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등록금 납부 모든 전형 2020. 2. 5.(수) ~ 2. 7.(금) 경북대학교 지정 은행
공지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위 일정은 입학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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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계

정 원 내 정 원 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특기자 학생부종합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고졸
재직자
전형

영농
창업
인재
전형

SW
특별
전형

논술
(AAT)
전형

실기
(예능)
전형

특기자
(체육)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등
대상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

인문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23 4 10 7 1 1

2

　 　

영어영문학과 45 5 6 18 1 12 3 　 　

사학과 30 9 10 1 8 2 　 　

철학과 17 6 4 6 1 　 　

불어불문학과 21 8 6 5 1 1 　 　

독어독문학과 23 6 9 6 1 1 　 　

중어중문학과 15 3 4 6 1 1 　 　

고고인류학과 15 4 5 5 1 　 　

일어일문학과 23 6 12 4 1 　 　

한문학과 15 5 5 1 3 1 　 　

노어노문학과 20 3 12 4 1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정치외교학과 18 7 5 1 4 1

2

　 　

사회학과 20 11 3 1 4 1 　 　

지리학과 20 11 4 4 1 　 　

문헌정보학과 19 11 3 4 1 　 　

심리학과 22 6 10 4 1 1 　 　

사회복지학부 36 15 10 8 2 1 　 　

신문방송학과 16 4 7 4 1 　 　

자연
과학
대학
(자연)

수학과 26 5 6 14 1

2

　 　

물리학과 42 11 8 1 20 2 　 　

화학과 30 7 9 1 10 2 1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 59 7 8 20 1 20 3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23 6 8 8 1 　 　

통계학과 23 5 6 10 1 1 　 　

지구시스템과학부 60 8 9 22 1 15 3 2 　 　

경상
대학
(인문)

경제통상학부 101 13 13 28 2 37 6 1 1
2

　 　

경영학부 126 30 30 28 1 2 25 6 2 2 　 　

공과
대학
(자연)

신소재공학부 59 9 9 12 1 23 3 1 1

2

　 　

기계공학부 96 14 14 28 2 30 6 1 1 　 　

건축학부 1)

(건축학전공) 31 8 10 11 2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31 8 8 12 2 1 　 　

토목공학과 40 10 8 1 17 2 1 1 　 　

응용화학공학부 61 9 10 18 2 17 3 1 1 　 　

고분자공학과 31 8 10 10 3 　 　

섬유시스템공학과 28 7 9 9 2 1 　 　

환경공학과 26 6 9 9 2 　 　

에너지공학부 19 3 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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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집단위 계

정 원 내 정 원 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특기자 학생부종합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고졸
재직자
전형

영농
창업
인재
전형

SW
특별
전형

논술
(AAT)
전형

실기
(예능)
전형

특기자
(체육)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등
대상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자연)

응용생명과학부 37 12 10 10 4 1

2

식품공학부 65 22 20 1 1 15 3 2 1

산림과학.조경학부 52 7 10 16 1 13 2 2 1

원예과학과 22 7 1 12 1 1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22 5 4 8 2 1 2

바이오섬유소재학과 18 11 4 1 1 1

(인문) 농업경제학과 17 5 9 1 1 1

(자연) 농산업학과 29 4 25

예술
대학
(예능)

음악학과 49 49

1
국악학과 17 17

미술학과 28 6 22

디자인학과 5 5

사범
대학
(인문)

교육학과 9 2 3 3 1

국어교육과 17 5 6 3 2 1

영어교육과 9 2 5 1 1

유럽어교육학부
(독어교육전공) 4 2 2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4 2 2

역사교육과 12 3 6 2 1

지리교육과 10 3 4 2 1

일반사회교육과 8 5 2 1

윤리교육과 12 4 7 1

(자연)

수학교육과 19 5 4 8 1 1

물리교육과 14 2 4 6 1 1

화학교육과 13 5 4 3 1

생물교육과 10 6 3 1

지구과학교육과 12 4 4 3 1

가정교육과 10 2 6 1 1

(체능) 체육교육과 12 2 6 2 2

의과
대학
(자연)

의예과 75 10 15 30 20

치과
대학
(자연)

치의예과 45 10 10 5 15 5

수의과
대학
(자연)

수의예과 39 6 18 1 14 　 　

생활
과학
대학
(자연)

아동학부 32 12 10 1 5 3 1

1의류학과 14 5 5 3 1

식품영양학과 15 6 5 3 1

간호
대학
(자연)

간호학과 83 6 23 12 10 1 1 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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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상주캠퍼스
1)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수업연한은 5년제임
2) 컴퓨터학부에는 플랫폼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과학전공, 인간중심소프트웨어전공이 있으며, 컴퓨터학부(글로벌

소프트웨어융합전공)과는 별개의 모집단위임
3)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은 삼성전자와 협약을 체결한 계약학과임(정원외)
4) 위 요강상의 계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논술(AAT) 안내 등 입학전형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임
5)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정원외 제외)
6) 미술학과(학생부종합전형 일반학생) 및 실기(예능)전형, 특기자(체육)전형은 전공 및 세부분야별, 종목별로 모집

(5쪽 참조)
7)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8)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인증

- 간호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2015. 6. 11. ~ 2020. 6. 10.) 인증 획득
- 치의학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4년(2018. 3. 1. ∼ 2022. 2. 28.) 인증 획득
- 의 학 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최우수등급 6년(2016. 3. 1. ∼ 2022. 2. 28.) 

인증 획득

대학
(계열) 모집단위 계

정 원 내 정 원 외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특기자 학생부종합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

고졸
재직자
전형

영농
창업
인재
전형

SW
특별
전형

논술
(AAT)
전형

실기
(예능)
전형

특기자
(체육)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등
대상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

IT대학
(자연)

전자공학부 240 30 40 50 2 3 95 16 1 3

2
컴퓨터학부 2) 77 8 12 20 1 1 6 24 4 1

컴퓨터학부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57 9 12 15 1 1 15 3 1

전기공학과 46 5 5 11 1 20 3 1

전자공학부 3)

모바일공학전공 20 15 5

자율
전공부
(인문)

인문사회자율전공 94 15 15 16 1 1 37 7 2
1

(자연) 자연과학자율전공 42 8 6 2 20 5 1

(인문) 행정학부 37 8 9 10 1 5 2 1 1

[상주
캠퍼스]

생태
환경
대학
(자연)

생태환경시스템학부 40 32 3 1 2 1 1

4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20 14 4 1 1

축산학과 23 11 3 1 6 1 1

축산생명공학과 22 17 4 1

말/특수동물학과 22 18 3 1

(인문)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12 10 1 1

(체능) 레저스포츠학과 21 10 9 2

[상주
캠퍼스]

과학
기술
대학
(자연)

건설방재공학부 56 43 7 1 3 1 1

3

정밀기계공학과 35 26 4 1 2 1 1

자동차공학부 36 29 3 1 2 1

소프트웨어학과 19 18 1

나노소재공학부 56 43 7 1 3 1 1

식품외식산업학과 42 32 5 1 2 1 1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19 17 1 1

융복합시스템공학부 44 34 6 1 2 1

치위생학과 17 10 5 1 1

(예능)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31 8 20 2 1

총계 3,301 907 251 773 55 31 23 4 25 6 793 113 11 179 28 46 26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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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예능)전형 전공 및 세부분야별 모집인원

대  학 학  과 전  공 세부 분야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실  기 장애인등대상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  악 - 10

1

피아노 - 11
작  곡 - 7

관현악

바이올린 6
비올라 2
첼  로 3

콘트라베이스 1
플  룻 1
오보에 1

클라리넷 1
바  순 1
호  른 1
트럼펫 1
트럼본 1
튜  바 1
타악기 1

소계 49

국악학과
기  악

가야금 3
거문고 3
대  금 4
피  리 4
해  금 3

소계 17

미술학과

한국화 - 7
서양화 - 8
조  소 - 7

소계 22
디자인학과 - 5

과학기술대학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 20

계 113명 1명

❏ 미술학과(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전공별 모집인원

대  학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2
서양화 2
조  소 2

계 6명

❏ 특기자(체육)전형 종목별 모집인원

대  학 학  과 종목별 모집인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육상(1명), 배드민턴(1명)

생태환경대학 레저스포츠학과 검도(남 3명, 여 2명), 볼링(남 2명, 여 2명)

계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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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각종 고사 안내, 등록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지 않음

  나.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2.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

  나. 입학원서의 모든 입력사항은 입력요령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다. 접수된 지원 서류는 취소 또는 지원 사항 수정이 불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라.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학과 대학입학팀으로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함

  마. 본인의 귀책사유(전화번호 잘못 기재,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3. 복수지원 금지

  가. 수시모집은 지원자별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음

    - 교육대학은 포함되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원서 접수 시간 순으로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함

  나. 우리 대학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AAT)전형, 실기(예능)전형, 특기자(체육)전형으로는 각 1회만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모집단위를 전형을 달리하여 지원 가능

    - 학생부종합 내 세부전형 간에는 중복지원 불가

< 예  시 >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경영학부),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경영학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경영학부) ➜ 가능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경영학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영어영문학과), 논술(AAT)전형 (심리학과) ➜ 가능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미술학과), 실기(예능)전형 (미술학과) ➜ 가능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치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치의예과) ➜ 불가능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국어국문학과), 학생부종합 사회배려자전형 (영어영문학과)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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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합격자에는 최초 및 충원합격자 모두 포함됨

    - 합격 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4. 고사 관련 유의사항

  가.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된 ‘고사장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고사장에 입실해야 함

  나. 수험표 및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사진이 있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은 고사시간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함

  다.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고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라. 우리 대학은 장애 수험생을 위해 각종 고사 실시 전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 ‘답안지 작성

시간 연장, 보청기 및 확대경 지급, 도우미 지원’ 등의 수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5.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수정은 2019. 9. 11.(수) 18:00까지 

가능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나. 자기소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표절 검사 실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처리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함

구 분     유사도 기준 유사도 검증에 따른 안내사항

A수준 5% 미만 Ÿ 유사도 기준과 처리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증가이드라인 준수

Ÿ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라 소명서 제출, 유선 확인,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며, 

우리 대학 서류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류 및 면접평가에 반영 여부 결정

B수준 5% 이상 ∼ 30% 미만

C수준 30% 이상

  다. 교외 수상 실적, 포트폴리오 등 추가서류 제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항목 내용 

포함 시 서류평가에 ‘0점’ 처리함

  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또는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신상에 관한 내용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 본교 서류검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반영 여부 결정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할 수 없으며, 광의적 직종명(사업, 회사원, 교육자 등)도 기재 금지

  마.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 진행 시 본인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자기소개서의 대필·허위작성이 발견될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본인이 직접 조회 및 확인해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함

  다. 별도의 합격자 발표 공지(개별 연락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함

  라. 개별 연락을 통해 충원합격자 발표를 하는 경우, 3회 동안 연락 두절 시 다음 후보자에게 충원 

합격의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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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중등록 금지

  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경우,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나. 1개의 대학에 등록한 후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한 경우

    -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경우: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신청을 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함

    - 충원 합격한 대학을 포기할 경우: 충원 합격한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의사(신청)를 표시해야 함

  다. 수시모집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는 것은 등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

8. 불합격 처리, 합격 및 입학 취소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나.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라. 고사별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

  마. 면접 및 실기고사 점수가 면접 및 실기고사 배점의 60% 미만인 자

  바. 지원한 전형 유형 내 모집단위에서 실시하는 고사 중 1개라도 결시한 자

예시) 실기전형 음악학과 성악 2개 과제 중 1개만 응시한 경우 결시 처리

  사.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및 반영 영역 미 응시자

  아. 자기소개서의 기재금지항목 또는 유사도 검증 등으로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 받은 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조치>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및 합격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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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가.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이메일, 학생부 및 검정고시 자료, 졸업(예정)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환불 계좌 등

  나. 학교 정보: 고교명, NEIS 코드, 고교 전화번호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입시관리를 위한 대학 기록물에 대하여 10년 보존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경북
대학교

대학본부
(학사과, 학생과, 

재무과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
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고교명 등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장학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부) 성명,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용
(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외국어교육원 성명, 주소, (추가)연락처 어학 강좌 프로그램 안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자기
소개서 유사도 검증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 출신 고교 성명, 합격학과 등 진학자료 작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아울러,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원서접수 위탁을 실시함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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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필수항목으로 받고 있으며, 비동의 시 원서접수 불가함

  다만, 선택항목인 학생부 및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에 비동의 시 우리 대학 입학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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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형 안내

1  공통사항

1. 전형요소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함

2. 전형요소별 점수는 전형요소별로 각각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한 후 성적 총점을 산출

3.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전형별 개별 모집단위 후보자 순으로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4.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생부 사본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2015년 이후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합격증명서

• 성적증명서
2014년 이전 합격자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지원자 전원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지원자 전원

※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격자는 2019. 12. 27.(금)까지 

재외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입학과로 제출해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 교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교명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를 입학과로 제출

※ 개명한 자(학생부 및 각 증명서에 기재된 성명과 원서접수 시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 전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입학과로 제출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5년간의 대상기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 수시전형의 경우, 당해 연도 2회차(8월 응시) 합격자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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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제출기간 제출방법 제출처

2019. 9. 6.(금) ~ 
2019. 9. 18.(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원서접수 후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제출)

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입학과 대학입학팀 담당자 앞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6. 서류 미제출자 공고: 2019. 9. 25.(수)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7.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동점인 경우 동점자로 처리함

  나. 단계별로 선발하는 경우 1단계 선발: 합격선에 있는 동순위자는 모두 선발함

  다.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점자 순위를 결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인문, 예능, 체능계열
영어교과

반영 성적이 높은 자
국어교과

반영 성적이 높은 자
사회교과

반영 성적이 높은 자

자연계열
영어교과

반영 성적이 높은 자
수학교과

반영 성적이 높은 자
과학교과

반영 성적이 높은 자

  라. 학생부교과전형 이외의 다른 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점자 순위를 결정

구분 세부전형 1순위 2순위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지역인재,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배려자, 고졸재직자, 
영농창업인재, 

SW특별전형,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모바일과학인재, 

장애인등대상자(예능계열 제외)

면접 성적이 높은 자 서류평가 요소 중 ‘학업역량’ 성적이 높은 자

장애인등대상자(예능계열) 실기 성적이 높은 자 서류평가 요소 중 ‘학업역량’ 성적이 높은 자

논술(AAT) - 논술(AAT) 성적이 높은 자
위 ‘다’의 학생부교과 동점자 순위 결정 
기준에 따름

실기(예능) - 실기 성적이 높은 자
음악학과, 국악학과: 위 ‘다’의 학생부교과 

동점자 순위 결정 기준에 따름

특기자(체육) - 면접 성적이 높은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은 자

  마. 위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로 하며,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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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학생부
계

교과 출결 및 봉사활동

2쪽 ~ 4쪽 참조 일괄합산 100%
450점
(90%)

50점
(10%)

500점
(100%)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합격되지 않은 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42~44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46쪽 참조

바. 공통 제출서류: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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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입학에서 졸업까지 고등학교 전 과정을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서류평가 계

2쪽 ~ 4쪽 참조 일괄합산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다. 서류평가 : 47 ~ 49쪽 참조

  1) 평가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2) 평가방법 및 내용

    - 제출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위원은 15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며, 이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수험생의 성적

으로 함

    - 반영점수: 150점(최고점) ∼ 0점(최저점)

라.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최저수학능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합격되지 않은 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마.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42~44쪽 참조

바. 수능최저학력기준: 46쪽 참조

사.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2020. 2. 21.(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11. 15.(금) 09:00 ~ 11. 19.(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입력 및 수정 가능



- 14 -

4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의예과, 치의예과 5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의예과, 치의예과 5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다만, 의예과, 치의예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46쪽 참조)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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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입학에서 졸업까지 고등학교 전 과정을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5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46쪽 참조

  - 다만, 간호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2020. 2. 21.(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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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가. 지원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는 지원 불가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지원자 전원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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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 사회배려자전형

가. 지원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다문화 가족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다만,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 병력자 중에서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자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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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이전 

국적이 대한민국인 부 또는 모 기준)
•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
  귀화자: 기본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출입국 관리사무소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자

•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추천서 •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추천서: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 
협회 소정 양식 
활용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 재원증명서
• 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지원자 소속 아동 복지시설
재원증명서: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

※ 위 지원 자격 증빙 서류로 자격 확인이 곤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자는 추후 해당기관에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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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부종합 고졸재직자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2020. 3. 1. 기준) 이상인 재직자(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1) 산업체 인정 기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병원)

    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

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2)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2020. 3. 1. 기준 3년 이상 재직자(재직중이어야 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농산업학과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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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학생부,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재직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재직자

• 산업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 경력사항 기재)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소속 기관 및 
사업체

• 건강보험공단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
사실 확인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 납세완납증명서

세무서

군 의무복무 경력해당자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읍/면/동 주민센터

※ 위 지원 자격 증빙 서류로 재직 확인이 곤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군 의무복무 경력 해당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제출 

※ 최종 입학한 자는 2020. 3. 2.(월) 이후 발급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를 2020. 3. 9.(월)까지 입학과 대학입학팀

으로 제출해야 함

 



- 21 -

9  학생부종합 영농창업인재전형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졸업 후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 선발

  ※ 영농창업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에서 실습 및 현장 실무 

지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영농 창업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 및 선진지 실습 지원 등)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원예과학과
축산학과

축산생명공학과
말/특수동물학과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4번 항목에 향후 영농계획을 서술)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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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생부종합 SW특별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컴퓨터학부

1단계 5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바탕으로 SW개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



- 23 -

11  논술(AAT)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학생부
논술(AAT) 계

교과
출결 및 
봉사활동

2쪽 ~ 4쪽 참조 일괄합산 100%
100점
(20%)

50점
(10%)

350점
(70%)

500점
(100%)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합격되지 않은 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후보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42~44쪽 참조

마. 논술(AAT)시험

  1) 고사시간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Ⅰ, Ⅱ

지원자 입실시간 09:00까지 15:00까지

유의사항 안내, 문답지 배부 등 09:00 ~ 09:30 15:00 ~ 15:30

고사 실시 09:30 ~ 11:10(100분) 15:30 ~ 17:10(100분)

  2) 고사장소: 2019. 11. 19.(화) 10:00,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3) 응시계열

모집단위 계열 응시계열

인문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자연계열Ⅰ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자연계열Ⅱ

※ 다만,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 및 자연계열 일부 학과B(45쪽 참조)에 지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Ⅰ 중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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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제유형: 논술 및 약술형, 풀이형

응시계열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인문계열 교과목 통합(국어, 사회, 도덕 등)
6문제 내외

(문제별 소문항 있음)

350점

자연계열Ⅰ, 

자연계열Ⅱ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4문제 내외
(문제별 소문항 있음)

※ 인문계열은 교과목 통합형 문제로 출제됨

※ 자연계열Ⅰ, 자연계열Ⅱ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범위에 따라 출제함

  5) 유의사항

    - 지원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고사장 안내 및 지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지원자는 입실시간까지 고사장에 반드시 입실 완료해야 함

    - 고사 당일 수험표 및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사진이 

있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 시험 시간 동안은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음

바. 수능최저학력기준: 46쪽 참조

사. 공통 제출서류: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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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기(예능)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학생부
실기 계

교과 출결 및 봉사활동

음악학과
1단계 1,500% 100점

(100%) - - 100점
(100%)

2단계 100% 100점
(20%)

50점
(10%)

350점
(70%)

500점
(100%)

국악학과 일괄합산 100% 100점
(20%)

50점
(10%)

350점
(70%)

500점
(100%)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일괄합산 100% - 50점
(10%)

450점
(90%)

500점
(100%)

    ※ 실기성적이 실기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가) 음악학과

      -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순으로 전공 및 세부분야별 모집인원의 1,500%를 선발함

      - 2단계: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전공 및 세부분야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나) 국악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학과, 전공 및 세부분야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전공 및 세부분야별 모집인원 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

      - 음악학과, 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국악학과

        ① 기악전공 현악분야(가야금, 거문고): 현악분야 전체에서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함

        ② 기악전공 관악분야(대금, 피리, 해금): 관악분야 전체에서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함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 국악학과 전체에서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함

      - 미술학과: 미술학과 전체에서 각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충원합격자 선발

    가) 음악학과, 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학과, 전공 및 세부분야별 후보자 순으로 선발

    나) 국악학과: 전공 및 세부분야별 후보자 순으로 선발하되, 전공 및 세부분야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위 ‘1), 다)’의 기준에 따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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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술학과: 전공별 후보자 순으로 선발하되, 전공별 후보자가 없는 경우 미술학과 전체 후보자 

중에서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함

  4)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42~44쪽 참조

마. 실기고사

  1) 음악학과

전공 실기 과제 배점 고사시간

성악
1. 이태리 가곡(자유곡) 1곡 175점

2. 독일 가곡(자유곡) 1곡 175점

피아노
1. F. Chopin Etude Op.10, Op.25 중에서 1곡 175점

2. L. v. Beethoven Sonata 중에서 빠른 악장 1곡(반복 없이) 175점

작곡

1. 작곡실기: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 형식의 피아노곡 쓰기
             (※ 작곡된 곡은 화성기호 표기)     250점 180분

2. 피아노실기: 자유곡 1곡 100점

관현악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Concerto 중 빠른 악장 한 악장 350점

첼로
1. J. S. Bach Cello Suite No.3 중 Allemande(반복 없이) 

350점
2. A. Dvorak Cello Concerto b minor 제1악장

관악 Concerto 중 빠른 악장 한 악장 또는 자유곡 1곡 350점

타악기

스네어드럼
1. Long Roll – ppp ＜ fff ＞ ppp  ca.20초
2. A. J. Cirone – Portrait in Rhythm 50 Etudes No.3, 6, 11, 13, 

35 중에서 추첨 1곡
3. J. Delecluse – Test Claire

105점

팀파니
V. Firth – The sole Timpanist 26 Etudes No.1 105점

마림바
1. M. Goldenberg – Modern School for Marimba No.5, 9, 13, 

15, 22 중에서 추첨 1곡
2. 자유곡 1곡

140점

※ 유의사항

  1. 모든 실기고사 과제곡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함

다만, 타악기는 마림바 2번 과제곡을 제외하고는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무방함

  2. 반주자는 지원자가 동반해야 하며, 동일 전공 지원자에 한하여 2인 이상 반주할 수 있음

예시) 성악전공 반주자는 성악전공 반주만, 관현악전공 반주자는 관현악 전공 반주만 할 수 있음

  3. 실기고사 성적이 실기고사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4. 피아노 및 타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본인이 지참해야 함

  5. 문의처: 음악학과 사무실(053-95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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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악학과

전공 세부분야 실기 과제 배점

기악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1. 정악 중 자유곡 1곡 175점

2. 산조(진양/중모리/자진모리) 중 택 1 175점

※ 유의사항

  1. 모든 실기고사 과제곡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함

  2. 실기고사 시 반주는 하지 않음

  3. 실기고사 성적이 실기고사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4. 모든 악기는 본인이 지참해야 함

  5. 문의처: 국악학과 사무실(053-950-5670)

  3) 미술학과

고사명 전공 지원자 준비물 실기과제 화용지 배점
고사
시간

창의성
평가

한국화 없음(대학 제공)

주제의 해석과 표현 실기고사 당일 결정 225점 150분서양화 채색 도구

조소 없음(대학 제공)

전공
실기

한국화
수묵채색화 도구

또는 연필소묘 도구

원서접수 시 수묵채색화, 
연필소묘 중 택 1(이후 
변경 불가)

수묵채색화: 화선지 1/2절,
연필소묘: 캔트지 2절

225점 150분
서양화

연필, 목탄, 콘테
중 자유선택

소묘 캔트지 2절

조소 없음(대학 제공) 소조 -

※ 유의사항

  1. 모집요강에 명시된 내용 외 실기고사 출제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고사 당일 추첨을 통하여 발표됨

  2. 이젤, 화판, 테이블, 소조용 도구 등은 본교에서 제공하며, 지정된 준비물 이외에는 어떠한 물건도 지참 

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됨

  3. 실기고사 성적이 실기고사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4. 문의처: 미술학과 사무실(053-950-5680)

  4) 디자인학과

실기과제 배점 고사시간 화용지 비고

사고의 전환 450점 300분 2절(54cm×78cm) 원서접수 시

실기 2과제 중 택1기초디자인 450점 300분 3절(48cm×64cm)

※ 유의사항

  1. 지원자 준비물: 색채도구 일체

  2. 주제는 고사 당일 추첨을 통하여 주제어+사진으로 제공

  3. 실기고사 성적이 실기고사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4. 문의처: 디자인학과 사무실(053-950-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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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실기과제 배점 고사시간 화용지

기초디자인 450점 300분 3절(48cm×64cm)

※ 유의사항

  1. 지원자 준비물: 색채도구 일체

  2. 주제는 고사 당일 추첨을 통하여 주제어+사진으로 제공

  3. 실기고사 성적이 실기고사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4. 문의처: 패션디자인전공 사무실(054-530-1310)

바.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다만, 미술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46쪽 참조)

사. 공통 제출서류: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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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기자(체육)전형

가. 지원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대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다만, 입상실적은 원서접수 시 지원한 종목에 대한 실적만 인정함
     ※ 국제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8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연맹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입상실적
학생부 교과

면접 계
교과 출결 및 봉사활동

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학과

1단계 500%
300점
(100%)

- - -
300점
(100%)

2단계 100%
300점
(60%)

50점
(10%)

50점
(10%)

100점
(2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입상실적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충원합격자 선발: 종목별 후보자 순으로 선발, 해당 종목 후보자가 없는 경우 미충원인원은 정시로 이월

  4)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입상실적 반영 기준
  1) 체육교육과

입상실적 평가점수 반영방법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1위 300

- 상위 평가점수 1개를 입상실적 성적으로 함
-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는 불인정
- 단체전 실적은 평가점수의 1/2로 함

2위 290

3위 280

8개국 이상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1위 275

2위 265

3위 255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제외)

1위 250

2위 240

3위 230

※ 문의처: 체육교육과 사무실(053-95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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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저스포츠학과

입상실적 평가점수 반영방법

국제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1위 300

- 상위 평가점수 2개의 평균점수를 입상실적 
성적으로 함. 다만, 입상실적이 1개일 경우 평가
점수의 1/2로 함

- 단체전 실적은 평가점수의 1/2로 함

2위 290

3위 280

8개국 이상
국제대회

1위 275

2위 265

3위 255

전국대회

1위 250

2위 240

3위 230

※ 문의처: 레저스포츠학과 사무실(054-530-1430)

마. 학생부 성적 산출 방법: 42~44쪽 참조

바. 면접: 48쪽 참조

사.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아.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경기실적증명서【발급처: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http://g1.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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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가. 지원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6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로서,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12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농어촌 소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지역을 말함

  3) 유의사항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학교 소재지가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 재학 기간 동안을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지원 자격 예시

내용 지원 가능 여부

- 지원자와 부모가 함께 살지 않고 각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

- 지원자와 부모의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읍/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변동된 경우

  ②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동된 경우

  ③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변동된 경우

‘①’ 가능

‘②’ 불가능

‘③’ 불가능

-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 소재지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① 중학교 재학 중 변경되어 고등학교를 동으로 변경된 기존 지역에서 다닌 경우

  ② 중학교 재학 중 변경되어 고등학교를 다른 읍/면 지역으로 옮겨서 다닌 경우

‘①’ 불가능

‘②’ 가능

    - 부모가 이혼, 사망, 실종(법률상)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공통 ∙이혼, 사망, 실종(법률상) 이전까지 부모 및 본인이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 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 
실종(법률상)

∙부모 중 한명이 사망, 실종(법률상)인 경우, 법률상 사망, 실종(법률상)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지원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재학 중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로 변경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생명산업, 수산, 해운계열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의 ‘동’ 소재라 하더라도 

농어촌학생전형 대상 학교에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농어촌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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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지원자 
전원

• 6년 과정 이수자
 - 농어촌학생 확인서
 - 학생부 사본(중학교)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12년 과정 이수자
 - 농어촌학생 확인서
 - 학생부 사본(초/중학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 사본제출시 학교장 직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읍/면/동 주민센터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

※ 위 지원 자격 증빙 서류로 지원 자격 확인이 곤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어촌학생 확인서 서식은 60쪽 참조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2020. 2. 21.(금)까지 다음의 서류를 입학과 대학 입학팀으로 제출

    ‣ 6년 과정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 12년 과정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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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전형

가. 지원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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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2019. 9. 1.(일) 
이후 본인 명의 
발급 서류
 ※ 본인 명의의 서류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자활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 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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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업자전형

가. 지원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성화고졸업자전형 해당 모집학과(부)가 정하는 기준학과와 출신학과의 기준학과가 동일한 자

  2) 특성화고졸업자전형 해당 모집학과(부)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3) 유의사항

    - 일반 및 종합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

으로 운영되는 학과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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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집학과(부)별 기준학과                                     ※ 202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기준

대학 모집단위명 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경상
대학

경제통상학부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경영학부 상업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
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화학공업과, 
세라믹과

기계공학부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동력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업 건축과, 토목과

토목공학과 공업 토목과, 건축과

응용화학공학부 공업 화학공업과

섬유시스템공학과 공업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응용생명과학부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공학부

가사·실업 조리과

공업 식품공업과, 화학공업과

농생명산업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수산·해운 수산식품과

산림과학·
조경학부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환경공업과

원예과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바이오섬유
소재학과

공업 화학공업과, 섬유과, 환경공업과
농생명산업 생물공학기술과

농업토목·생물
산업공학부

농생명산업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공업 토목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환경공업과

농업경제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관광경영과 

IT
대학

전자공학부
공업 전자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자동차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컴퓨터학부
공업 컴퓨터응용과, 컴퓨터게임과, 통신과, 전자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전자계산기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멀티미디어과, 컴퓨터구조과, 컴퓨터게임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생태
환경
대학

생태환경
시스템학부

공업 토목과, 건축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말/특수동물학과 농생명산업 동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과 

과학
기술
대학

건설방재공학부
공업

토목과, 환경공업과, 환경과학과, 도시건설정보과, 도시환경디자인과, 건설디자인과, 지적건설과, 농업토
목과정, 건축토목과, 건설정보과, 토목설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건축토목창업과, 해외시설물건설과, 
산업과학과(건설정보과정), 건설시스템과, 건설공간정보과, 에너지환경과, 토목시스템과, 건축토목과, 건설환경과, 
도시환경디자인과, 건설과, 지오매틱스과, 지형공간디자인과, 친환경건설과, 발명환경공업과

농생명산업 농업토목과, 환경·관광농업과, 조경토목과

정밀기계공학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자동차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자동차공학부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전기과, 전자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나노소재공학부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세라믹과

식품외식
산업학과

농생명산업 식품가공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식품공업과

수산·해운 수산식품과
가사실업 조리과, 관광과

섬유패션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컨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공업 컴퓨터응용과, 건축과, 디자인과, 섬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가사·실업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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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가. 지원 자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다목에 의거,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2020. 3. 1. 기준) 이상인 재직자(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1)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인정 기준

    가) 마이스터고등학교

    나)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다) 일반 및 종합고등학교 등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

으로 운영되는 학과

    라) [초·중등교육볍 시행령] 제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인정 기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병원)

    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3)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2020. 3. 1. 기준 3년 이상 재직자(재직중이어야 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가능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농산업학과
1단계 300%

350점
(100%)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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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학생부,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교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교명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제출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재직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재직자

• 산업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 경력사항 기재)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소속 기관 및 
사업체

• 건강보험공단

2019. 9. 1.(일) 
이후 발급 서류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
사실 확인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 납세완납증명서

세무서

군 의무복무 경력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읍/면/동 주민센터

※ 위 지원 자격 증빙 서류로 재직 확인이 곤란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군 의무복무 경력 해당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제출 

※ 최종 입학한 자는 2020. 3. 2.(월) 이후 발급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를 2020. 3. 9.(월)까지 입학과 대학입학팀

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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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생부종합 모바일과학인재전형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학업역량이 우수하고 모바일과학인재로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

가.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계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1단계 500%
250점
(100%)

-
250점
(100%)

2단계 100%
250점
(50%)

250점
(50%)

500점
(100%)

     ※ 면접성적이 면접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수능최저학력기준: 46쪽 참조

바.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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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전형

가. 지원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나.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배점(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실기 계

2쪽 ~ 4쪽 참조
1단계 300%

350점
(100%)

- -
350점
(100%)

2단계 100%
350점
(70%)

150점
(30%)

-
500점
(100%)

음악학과
국악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1단계 300%
150점
(100%)

- -
150점
(100%)

2단계 100%
150점
(30%)

-
350점
(70%)

500점
(100%)

     ※ 면접 및 실기성적이 각 반영점수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다. 선발 방법

  1) 합격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선발함

    - 2단계: 전형요소 성적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2) 후보자 선발: 불합격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11쪽 참조

라. 서류평가 및 면접: 47~49쪽 참조

마. 실기고사: 실기전형과 동일(25~28쪽 참조)

바.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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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통 제출서류(10쪽 참조) 외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수정 가능

  - 재외 한국학교 출신자: 학생부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시/
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장애인 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상이등급이 기재된 본인 명의)

국가보훈처  
관할(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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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1. 교과영역 성적 반영방법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논술(AAT)전형, 실기(예능)전형, 특기자(체육)전형】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반영교과 및 학년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반영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졸업자 1학년(20%), 2학년(40%), 3학년(40%)

인문계열 ○ ○ ○ ○ Ⅹ
졸업예정자 1학년(20%), 2학년(40%), 3학년 1학기(40%)

자연계열 ○ ○ ○ Ⅹ ○
조기졸업자 1학년(50%), 2학년(50%)

예체능계열 ○ Ⅹ ○ ○ Ⅹ 조기졸업예정자 1학년(50%), 2학년 1학기(50%)

    2) 반영과목: 교과별 반영과목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 분류 체계를 따르며, 교과영역 

구분이 없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과목명을 기준으로 반영

    3) 과목별 등급 산출

      가)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학생부 과목별 등급 활용

      나)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석차 백분율을 등급으로 변환

        - 석차백분율: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이수자 수 × 100

        - 석차백분율별 등급

백분율
(누적률)

4% 이내
4%초과

~
11%이내

11%초과
~

23%이내

23%초과
~

40%이내

40%초과
~

60%이내

60%초과
~

77%이내

77%초과
~

89%이내

89%초과
~

96%이내

96%초과
~

100%이내

등급 1 2 3 4 5 6 7 8 9

      다)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중 평어만 있는 자

평어 수 우 미 양 가

등급 2 4 5 6 8

  나. 검정고시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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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2) 과목별 단위 수: 국어, 수학, 영어는 2단위, 나머지 과목은 1단위로 함

    3) 검정고시 성적별 등급

성적 96점 이상
91점 이상 ~
96점 미만

86점 이상 ~
91점 미만

81점 이상
~ 86점 미만

76점 이상 ~
81점 미만

71점 이상 ~
76점 미만

71점 미만

등급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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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국외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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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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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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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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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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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학교(국제학교 등) 출신자

    - 위 ‘다.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의 반영 기준을 적용

  마. 등급별 반영점수 및 성적 산출방법

    1)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전형명 1 2 3 4 5 6 7 8 9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

지역인재 350 320 290 260 230 200 170 130 0

논술 100 99 98 97 96 95 94 90 0

실기(예능) 100 98 96 94 92 90 80 70 0

특기자(체육) 50 48 46 44 42 40 38 34 30

    2) 성적 산출방법

   
전형별 학생부 성적 =

 ∑(과목별 반영 점수 × 과목별 단위 수)

∑(과목별 단위 수)

     ※ 과목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음

2. 출결 및 봉사활동 성적 반영방법

  가. 출결 등급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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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사고)
결석일수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 이상

반영점수 25점 24.5점 24점 23.5점 23점 22.5점 22점 21점 20점

  나. 봉사활동 등급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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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시간

20시간 
이상

18~19
시간

16~17
시간

14~15
시간

12~13
시간

10~11
시간

8~9
시간

6~7
시간

5시간 
이하

반영점수 25점 24.5점 24점 23.5점 23점 22.5점 22점 21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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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영기준

    - 출결 및 봉사활동 점수의 합으로 함

    - 학년별 가중치 없이 전체 반영학기의 무단(사고) 결석일수,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급 및 점수 산출

  라. 검정고시,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생부가 없는 자의 출결 및 봉사활동 성적 반영 기준

    - 교과 반영 등급을 출결 및 봉사활동 반영 등급으로 적용 

    - 등급별 반영점수 및 성적 산출 방법은 학생부 교과 반영 기준에 따름

  

3.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학생부 성적 산출위원회’

에서 산출하여 반영

예시) 검정고시 출신자로 성적이 아래와 같은 경우 출결 및 봉사활동 성적 반영방법

- 검정고시 취득성적: 국어 92, 수학 85, 영어 92, 사회 72, 과학 96, 한국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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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시 성적별 등급

성적 96점 이상
91점 이상 ~
96점 미만

86점 이상 ~
91점 미만

81점 이상
~ 86점 미만

76점 이상 ~
81점 미만

71점 이상 ~
76점 미만

71점 미만

등급 2 3 4 5 6 7 8

- 출결, 봉사활동 등급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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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25점 24.5점 24점 23.5점 23점 22.5점 22점 21점 20점

 ‣ 출결점수 및 봉사활동 점수 적용 등급: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사회 7등급, 과학 2등급, 한국사 4등급

- 출결점수 =
국어(24x2)+수학(23x2)+영어(24x2)+사회(22x1)+과학(24.5x1)+한국사(23.5x1)

= 23.56
(2+2+2+1+1+1)

- 봉사활동 점수 =
국어(24x2)+수학(23x2)+영어(24x2)+사회(22x1)+과학(24.5x1)+한국사(23.5x1)

= 23.56
(2+2+2+1+1+1)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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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1. 수능 응시영역

캠퍼스 모집단위
응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대구

인문계열 ○ 가/나형 ○ 사탐/과탐 ○

자연계열(자연계열 일부 학과A, B 제외) ○ 가형 ○ 과탐 ○

자연계열 일부 학과A
[지구시스템과학부,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
학부(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가정교육과, 
응용생명과학부, 식품공학부, 원예과학과,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식품영양학과]

○ 가/나형 ○ 과탐 ○

자연계열 일부 학과B
[간호학과,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산림과학·조경학부, 아동학부, 의류학과]

○ 가/나형 ○ 사탐/과탐 ○

체육교육과 ○ 가/나형 ○ 사탐/과탐 ○

예능계열 ○ - ○ 사탐/과탐 ○

상주
인문계열, 자연계열 ○ 가/나형 ○ 사탐/과탐 ○

레저스포츠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 - ○ 사탐/과탐 ○

  가.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유형)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1개 영역(과목)

이라도 응시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유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탐구영역은 2개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상위 1과목만 반영

  다. 과학탐구영역에서 같은 과목 Ⅰ과 Ⅱ에 응시하였을 경우 2개 과목 응시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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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형 캠퍼스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한국사

• 학생부교과 일반
학생·지역인재전형

• 학생부종합 
(의예과, 치의예과)

• 논술(AAT)
• 실기(미술학과)
• 모바일과학인재

대구

의예과, 치의예과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4등급 이내

경상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행정학부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4등급 이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
대학, 간호대학, IT대학, 자율전공부

3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 4등급 이내

미술학과 3개 영역 중 1개 영역이 4등급 이내 응시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2개 영역(수학가형, 과탐) 등급 합이 
3 이내

응시

상주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 응시

※ 위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형 및 모집단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됨

3. 수능 등급 반영방법

모집단위 영역 반영방법

전 모집단위
국어, 영어,

탐구, 한국사
성적표상 등급

인문계열, 체육교육과

수학

가/나형 성적표상 등급

자연계열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생태
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제외)

가형 성적표상 등급

나형
성적표상 등급에서 2등급 하향한 등급
(하향된 등급이 9등급 이하일 경우 9등급으로 함)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 생태환경대학(자연계열), 
과학기술대학

가형
성적표상 등급에서 2등급 상향한 등급
(상향된 등급이 1등급 이상일 경우 1등급으로 함)

나형 성적표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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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서류평가 및 면접

n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재상
-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여 글로벌 창의인재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생

n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운영 원칙
-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수-다단계, 블라인드 평가를 준수하며 고교 3개년 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나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함

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1단계   

  가. 해당전형: 학생부종합(일반학생·지역인재·국가보훈대상자·사회배려자·고졸재직자·영농창업인재·SW

특별·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특성화고졸업자·특성화고졸재직자·모바일과

학인재·장애인등대상자)전형

  나. 평가자료: 학생부, 자기소개서

  다. 반영점수

구분 최고점 최저점

전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모바일과학인재전형,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전형(예능계열) 제외】

350점 0점

학생부종합 모바일과학인재전형 250점 0점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전형(예능계열) 150점 0점

  라. 평가내용: 입학사정관 2인이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종합 평가 

평가 요소
(반영비율)

정의 서류평가 안내


학업역량

(35%)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교 
교육과정 기반 
학업 수행 능력

✎ 지원계열별 주요 반영교과의 3개년 간 학업성취도와 성적 추이는 모집단위에 적합한가?

평가
내용

Ÿ 지원 계열별 주요교과의 학업성취도
Ÿ 3개년 간 성적추이 반영

기본
확인사항

Ÿ 인문계열 : 국, 수, 영, 사
Ÿ 자연계열 : 국, 수, 영, 과
Ÿ 예체능계열 : 국, 영, 사

✎ 학업역량 향상을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였는가?

평가
내용

Ÿ 자기주도적 학습목표 수립과 실행과정
Ÿ 학업의지 및 탐구노력 등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❶, ❷번


전공적합성

(35%)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개발 노력

✎ 전공 관련 교과를 충실히 이수하고 심화 학습 노력을 기울였는가?

평가
내용

Ÿ 전공 관련 교과(50쪽)의 이수 및 성적
Ÿ 심화학습 노력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❶, ❷번

✎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내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하였는가?

평가
내용

Ÿ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Ÿ 전공 관련 교내활동 참여 노력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❷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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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확인사항 외에도 제출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2. 학생부종합전형 및 특기자(체육)전형 면접 2단계

  가. 면접방식: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인의 면접위원이 실시하는 개별면접

    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인의 면접위원이 실시하는 개별면접

    2) 특기자(체육)전형: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3인의 면접위원이 실시하는 개별면접 

  나. 평가방법: 10분 내외

    1)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

      ※ 면접 질문사례는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참고

    2) 특기자(체육)전형: 제출서류(학생부, 경기실적)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

  다. 유의사항

    -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 면접 진행 시 본인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복장은 자유복이며, 출신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 생활복 등 착용 불가

  라. 반영점수

구분 최고점 최저점

전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모바일과학인재전형 제외) 150점 0점

학생부종합 모바일과학인재전형 250점 0점

특기자(체육)전형 100점 0점

     ※ 면접 성적이 면접 총 배점의 60% 미만인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3.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서류평가

  가. 평가자료: 학생부, 자기소개서

  나. 반영점수

구분 최고점 최저점

전 모집단위 150점 0점

평가 요소
(반영비율)

정의 서류평가 안내


발전가능성

(20%)

미래창의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

✎ 폭넓은 경험과 탐구노력으로 미래창의인재로 성장가능한 잠재역량(도전정신, 
적극성 등)이 있는가?

평가
내용

Ÿ 미래창의인재로 성장 가능한 잠재역량
(도전정신, 적극성 등)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❶, ❷번


인 성

(10%)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

✎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을 지속하여 공동체에 기여하였는가?

평가
내용

Ÿ 모집단위에 적합한 가치관과 실천
Ÿ 바람직한 의식을 통한 공동체 기여도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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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가내용: 입학사정관 2인이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종합 평가 

평가 요소
(반영비율)

정의 서류평가 안내


학업역량

(10%)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교 
교육과정 기반 
학업 수행 능력

✎ 학업역량 향상을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였는가?

평가
내용

Ÿ 자기주도적 학습목표 수립과 실행과정
Ÿ 학업의지 및 탐구노력 등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❶, ❷번


전공적합성

(50%)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개발 노력

✎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내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하였는가?

평가
내용

Ÿ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Ÿ 전공 관련 교내활동 참여 노력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❷번


발전가능성

(30%)

미래창의인재로서의 
성장 가능성

✎ 폭넓은 경험과 탐구노력으로 미래창의인재로 성장가능한 잠재역량(도전정신, 
적극성 등)이 있는가?

평가
내용

Ÿ 미래창의인재로 성장 가능한 잠재역량
(도전정신, 적극성 등)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❶, ❷번


인 성

(10%)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

✎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을 지속하여 공동체에 기여하였는가?

평가
내용

Ÿ 모집단위에 적합한 가치관과 실천
Ÿ 바람직한 의식을 통한 공동체 기여도

기본
확인사항

Ÿ 학생부
Ÿ 자기소개서 ❸번  

☞ 기본확인사항 외에도 제출서류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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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단위별 전공관련 교과

대학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타 대학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타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 ◯

사범
대학

교육학과 ◯ ◯
영어영문학과 ◯ 국어교육과 ◯ ◯
사 학 과 ◯ ◯ 영어교육과 ◯
철 학 과 ◯ ◯  유럽어교육학부(독어교육전공) ◯ ◯  

불어불문학과 ◯ ◯ 유럽어교육학부(불어교육전공) ◯ ◯
독어독문학과 ◯ ◯ 역사교육과 ◯ ◯
중어중문학과 ◯ ◯ 지리교육과 ◯ ◯
고고인류학과 ◯ ◯ 일반사회교육과 ◯ ◯
일어일문학과 ◯ ◯ 윤리교육과 ◯ ◯   

한문학과 ◯ 한문 수학교육과 ◯
노어노문학과 ◯ ◯ 물리교육과 ◯ ◯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 ◯ 화학교육과 ◯ ◯
사회학과 ◯ ◯ 생물교육과 ◯ ◯
지리학과 ◯ ◯ 지구과학교육과 ◯ ◯
문헌정보학과 ◯ ◯ 가정교육과 ◯ ◯
심리학과 ◯ ◯ 체육교육과 ◯ ◯ 체육

사회복지학부 ◯ ◯ 의과대학 의예과 ◯ ◯
신문방송학과 ◯ ◯ 치과대학 치의예과 ◯ ◯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
물리학과 ◯ ◯ 생활

과학
대학

아동학부 ◯ ◯
화학과 ◯ ◯ 의류학과 ◯ ◯
생명과학부(생명공학전공) ◯ ◯ 식품영양학과 ◯ ◯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 ◯ 간호대학 간호학과 ◯ ◯
통계학과 ◯ ◯

IT대학

전자공학부 ◯ ◯
지구시스템과학부 ◯ ◯ 컴퓨터학부 ◯ ◯

경상
대학

경제통상학부 ◯ ◯ 컴퓨터학부(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 ◯
경영학부 ◯ ◯ 전기공학과 ◯ ◯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 ◯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 ◯
기계공학부 ◯ ◯ 행정학부 ◯ ◯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 자율

전공부
인문사회자율전공 ◯ ◯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 ◯ 자연과학자율전공 ◯ ◯
토목공학과 ◯ ◯

생태
환경
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 ◯
응용화학공학부 ◯ ◯ 생태환경관광학부(생물응용전공) ◯ ◯
고분자공학과 ◯ ◯ 생태환경관광학부(생태관광전공) ◯ ◯
섬유시스템공학과 ◯ ◯ 축산학과 ◯ ◯
환경공학과 ◯ ◯ 축산생명공학과 ◯ ◯
에너지공학부 ◯ ◯ 말/특수동물학과 ◯ ◯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응용생명과학부 ◯ ◯ 레저스포츠학과 ◯ ◯ 체육

식품공학부 ◯ ◯

과학
기술
대학

건설방재공학부 ◯ ◯
산림과학·조경학부 ◯ ◯ 정밀기계공학과 ◯ ◯
원예과학과 ◯ ◯ 자동차공학부 ◯ ◯
바이오섬유소재학과 ◯ ◯ 소프트웨어학과 ◯ ◯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 ◯ 나노소재공학부 ◯ ◯
농업경제학과 ◯ ◯ 식품외식산업학과 ◯ ◯

예술
대학

음악학과 음악 섬유패션디자인학부(섬유공학전공) ◯ ◯
국악학과 음악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 ◯
미술학과 ◯ 미술 융복합시스템공학부 ◯ ◯
디자인학과 ◯ 미술 치위생학과 ◯ ◯



- 51 -

Ⅸ.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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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서류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반영 및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후검증을 통해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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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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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
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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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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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광의적 직종명(사업, 회사원, 교육자 등)도 기재할 수 없음

☞ 기재금지사항 위반 시 본교 서류검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반영 여부 확정

☞ 예외사항: 영농창업인재전형은 지원 동기나 영농창업 계획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영농 기반 표현 가능

7.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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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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안내사항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 원서접수 기간: 2019. 9. 6.(금) 09:00 ~ 9. 10.(화) 18:00까지 

2. 원서접수 절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 및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해야 함

유의사항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동의 후 원서 작성

원서 작성

· 전형, 모집단위, 지원자 인적사항, 사진 첨부, 연락처, 계좌번호 등 입력ㆍ확인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 업로드
· 출신학교와 졸업(예정) 일자 및 출신학교 등 입력ㆍ확인
·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 지구명 및 합격일자 등 입력ㆍ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 체크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입력자료 최종 확인
· 원서접수 착오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지원자 본인 책임

전형료 결제

·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전형료 미결제시 원서접수는 자동적으로 취소됨
· 결제 완료 후 입학원서 수정 불가능
· 원서접수 확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 후 접수증 출력

자기소개서 입력

· 자기소개서는 2019. 9. 6.(금) 09:00 ~ 2019. 9. 11.(수) 18:00까지 온라인으로 입력 
및 수정 가능

  ※ 다만,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은 2019. 11. 15.(금) 09:00 ~ 2019. 11. 19.(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입력 및 수정 가능

지원자격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 후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한: 2019. 9. 18.(수) 18:00까지
· 제출처: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입학과 대학입학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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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안내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내역

전형료 합계
일반관리비 면접고사료 논술(AAT)고사료 실기고사료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23,000원 - - - 23,000원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24,000원 - - - 24,000원

학생부종합(일반학생·지역인재·영농창업
인재·SW특별·모바일과학인재)전형, 
특기자(체육)전형

24,000원 20,000원 - - 44,000원

학생부종합(고졸재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24,000원 - - - 24,000원

논술(AAT)전형 23,000원 - 30,000원 - 53,000원

실기(예능)전형 23,000원 - - 33,000원 56,000원

※ 면접고사료 면제: 고졸재직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졸업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전형료 면제: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사회배려자전형,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등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전형

2. 전형료 반환

  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함
    - 단계별 전형 지원자 중 1단계 불합격자: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반환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료, 논술(AAT)고사료, 실기고사료 반환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시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면접고사료, 논술(AAT)고사료, 실기고사료 반환
      ※ 이 경우,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귀책사유, 타 대학과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며, 반환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다. 입학전형을 마친 후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함
  라.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4항 및 제5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 제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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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구분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1차 2차 3차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17:00

2019. 12. 16.(월) 17:00 2019. 12. 18.(수) 10:00 2019. 12. 19.(목) 21:00
2019. 12. 10.(화) 17:00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2019. 12. 11.(수) 09:00
~ 12. 13.(금) 16:00

2019. 12. 17.(화)
10:00 ~ 16:00

2019. 12. 18.(수)
10:00 ~ 16:00

2019. 12. 20.(금)
 10:00 ~ 16:00

등록금 납부 2020. 2. 5.(수) ~ 2. 7.(금) 16:00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2 합격자 발표방법: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http://ipsi.knu.ac.kr)에 공고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모든 지원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후보자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합격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된 안내사항(합격증 교부일시, 등록일시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다. 개별 연락을 통해 충원합격자 선발을 하는 경우,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지원자 및 추가 연락처를 통해 3회까지 통화를 시도하여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충원대상에서 제외함

4.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안내 

최초 합격자 방법

2019. 12. 11.(수) 09:00
~ 12. 13.(금) 16:00

①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문서 등록’ 버튼 클릭
② ‘온라인 문서 등록’ 버튼 클릭 후 안내 사항에 따라 반드시 최종 완료 까지 실시
③ 최종 완료 후 온라인 문서 등록 확인서 출력 후 보관

※ 충원 합격자는 위의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에 따라 진행

5. 등록 시 유의사항
  가. 등록 안내(등록기간, 금액, 방법 등)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하지 않음
  나.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완료 및 등록금을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처리함
  다.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에(2020. 2. 5. ~ 2. 7.)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처리함
  라.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경우,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 해야 함
  마.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에 등록 포기를 해야 함
  바.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 등록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동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6.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가. 신청절차: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에서 등록 포기 신청 → 로그인(원서 접수 시 작성한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 아이디/비밀번호) → 등록 포기 신청서 작성 → 저장 및 완료 → 등록금 환불
  나. 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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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입학원서

예시(앞면)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입학원서
가,나』군

학년도 2020 수험번호

전형유형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   )  지역인재전형(   )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 지역인재전형(   ) 고졸재직자전형(   ) 영농창업인재전형(   )SW특별전형(   ) 

국가보훈
대상자전형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6·18(   )  지원공상(순직)(   )
고엽제(   )  5·18(   )  특수임무(   )  보훈보상(   )

사회배려자 백혈병(   )  아동양육시설(   )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

논술(AAT)전형 (   ) 실기(예능)전형 (   )
특기자

(체육)전형
(   )

농어촌학생전형 6년(   )  12년(   ) 특성화고졸업자전형 기준학과 동일(   )  30단위 이수자(   )
기초생활수급자등

대상자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복지급여(   )  우선돌봄 차상위(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

모바일과학인재전형 (   )

장애인등대상자전형 장애인(   )  상이등급자(   )

지

원

자

 성명

사진
(3.5㎝×4.5㎝)

주민등록
번    호

-

출신고교
(              )고등학교
 년    월(졸업예정/졸업)

출신고교
고유번호

검정고시
 (               )지구
   년   월   일  합격

합격지구
코    드

지
원
사
항

지원학과
(부‧전공)

  (               )대학(부)     (               )학과(부)     (               )전공

학과(부)
전공코드

실기전형 세부분야 또는 특기자전형 종목

학생부 및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201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동의함 (    ) 동의안함 (     ) 비대상 (     )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안함 (     )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

추가 연락처1 추가 연락처2 추가 연락처3

등록금 
환불 계좌

은행명 은행코드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본인은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경북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납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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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뒷면)               정시모집『가,나』군

❏ 전형료 반환

  1.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함

    - 단계별 전형 지원자 중 1단계 불합격자: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반환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료, 논술(AAT)고사료, 실기고사료 반환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시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면접고사료, 논술(AAT)고사료, 실기고사료 반환

      ※ 이 경우,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귀책사유, 타 대학과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2.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며, 반환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3. 입학전형을 마친 후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함

  4.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4항 및 제5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 제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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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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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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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

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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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수험표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수험표

수험번호

성명

전형명

모집단위                 대학          학과(부)          전공

세부분야/
종목/계열

고사장    건물명:                호실:       (건물번호:     )

입실 시간             년          월          일          까지

사진
(3.5cmx4.5cm)

경북대학교 총장

바코드

- 일정을 확인하여 수험표 출력 후 각종 고사 시 지참



- 58 -

서식3. 자기소개서(영농창업인재전형 제외)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모집단위 대학                    학과(부)                    전공

고등학교 (광역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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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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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자기소개서(영농창업인재전형)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모집단위 대학                    학과(부)                    전공

고등학교 (광역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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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지원하게 된 동기와 영농창업에 대한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본인 혹은 가족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및 영농기반(작목/축종, 규모 등)을 토대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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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농어촌학생 확인서

2020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농어촌학생 확인서

지원사항  경북대학교               대학                 학과(부)               (전공)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휴대폰

 □ 6년 과정 이수자: 부모와 학생이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12년 과정 이수자: 학생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재
학
사
항

학교명 학교 소재지 재학 기간
도서∙벽지
여부(O/X)

초등학교 도(광역시)      시(군)      읍(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초등학교 도(광역시)      시(군)      읍(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중학교 도(광역시)      시(군)      읍(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중학교 도(광역시)      시(군)      읍(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등학교 도(광역시)      시(군)      읍(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등학교 도(광역시)      시(군)      읍(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지원 자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학교를 반드시 모두 기재  

※ 재학기간: 재학중인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기재

위 학생은 귀 대학교의 농어촌학생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경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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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장학제도/등록금/학사제도 등

❏ 장학제도 문의 : 학생과 053-950-2103~7

1. 장학금 지급 현황(2017학년도 기준)                                           (단위: 명, 천원)

구분
장학 내역 재학생 1인당 

장학 금액(연간)누적인원 금액

교내

 등록금감면 장학금
 (도전장학금, 성적우수, 가계곤란, 교육보호대상자 등)

20,610 12,340,279

2,717 장학사업 장학금(근로장학금 등) 5,455 4,020,718

교외  교외 장학금(정부지원, 장학단체, 기업체 등) 33,947 44,224,359

계 60,012 60,585,356

※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연간):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학기 평균 재학생 수

2. 장학 제도

  가. 교내 장학금

    1) KNU+인재장학생 및 도전장학생

구분 장학생 선발 및 장학혜택

선발 기준
• 신입학생 중 일정 성적기준 이상 충족자를 대상으로 선발
• 선발기준: 추후 결정 후 별도 안내

계속 
수혜기준

• 입학 시 선발된 자로서 직전학기 수강취소 없이 F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3.3(B+)이상 취득

• 직전학기 성적미달 시 다음 학기 1회 중단, 누적 2회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장학금

• 등록금 전액 면제(수업연한까지)
• 학업 지원비: 매학기 500만원(KNU+인재장학생)
              매학기 200만원(도전장학생)
  ※ 지원기준: 당해 학기 수강취소 없이 F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7(A-)

이상 취득 조건 
• 입학 당시 1년에 한하여 생활관 신청 시 우선 선발(생활관비 본인 부담)
• 해외 교환학생 등 연수 경비 지원(1회): 200만원
  ※ 2∼4학년 재학 중 1회 지원

• 졸업 후(졸업 시 까지 계속 장학생 유지자)
  -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시 2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계속 수혜기준: 대학원 진학 후 직전학기 수강취소 없이 F학점을 포함하여 3.7이상 취득

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미달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세부 기준은 장학금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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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생

모집단위 모집전형 선발기준

전 모집단위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예체능 계열 제외. 다만, 체육교육과 포함)
수시, 정시

• 신입학생 중 모집단위별 성적우수자 순
• 선발기준: 추후 결정 후 별도 안내

예체능계열 
(체육교육과 제외)

수시, 정시 • 입학전형성적

농산업학과 수시, 정시 • 입학전형성적

※ 선발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3) 기타 교내 장학금

      가) 등록금 감면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학기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등에게 등록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장학금

        - 장애 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장학금[장애인 자녀(수급자)는 등록금 전액]

        - 학생회, 동아리 간부, 신문방송사 기자 등에게 감면하는 학생활동 봉사 장학금

      나) 근로(봉사) 장학금: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교내 각종 학사업무에 봉사하게 한 후 등록금 일부 

감면 또는 일정 금액의 장학금 지급

      다) (재)경북대학교장학회 장학금

        - 국가고시장학금(5급시험, 외교관후보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등 1차 합격자)

        - 글로벌 100 진학장학금(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대학원 진학 시)

        - KNU 우수연구장학금

        - KNU 공로 장학금

        - KNU 영예 장학금 

  나. 교외 장학금

    1)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구분 대상 및 지급기준

지역인재장학금
• 입학성적 우수 및 대학 특성화기준 해당 입학생에게 일정 성적 유지 시 1~4년(소득

분위별 차등)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 이공계대학 신입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일정 성적 유지 시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

인문100년장학금 • 인문사회계 신입생 중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신입생(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8분위에 속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
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장학금(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국가장학금 Ⅰ유형(기초생활수급권자 ∼ 8분위 해당자)
  - 국가장학금 Ⅱ유형(기초생활수급권자 ∼ 8분위 해당자) 

다자녀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88.1.1. 이후 출생자로서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국가근로장학
•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교내외 각 기관에서 업무보조 등 근로 봉사를 하게 한 후 

매월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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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학재단, 기업 등 장학금: 대학의 추천에 의하여 전국 120여개 교외 장학재단 또는 기업체 

등에서 1년∼4년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장학금

    3) 모바일공학 장학금 및 Track 장학금

종류 대상 및 지급기준

교외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장학금

(삼성전자)

• 삼성전자 채용 보장(다만, 최소채용절차 통과자)
• 4년(8학기)간 등록금 전액 지원(일정 수준의 성적 유지, 기한 내 입사절차 완료 시)
• 삼성전자 인턴 및 사내 어학연수 기회 제공(인턴 수당 및 숙식 제공)
• 기숙사 우선 입사 대상자 선정 및 일부 비용 지원
• 세계 수준의 문화 예술 공연 체험 및 인문학 교육 기회 제공
• 삼성전자 인사팀, 개발팀과 대학의 공조로 체계적인 학생 역량 향상 지원
• 의무사항
 - 졸업 전 삼성전자 최소채용절차(S/W 역량테스트 합격, OPIc 일정수준 이상 등)통과
 - 삼성전자 입사 및 최소 4년 의무 근무 

Track 장학금
- LG디스플레이

• IT대학 전자공학부(LG디스플레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일정금액의 장학금 지원. 학생들은 회사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 졸업 후 LGD입사 또는 석사연계선발 가능

3. 정부보증방식 학자금 대출제도

종류 대여기관 대여금액 및 조건 대출자격 요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사업)

(www.kosaf.go.kr)
☎ 1599-2000

• 등록금액+생활비 
•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상환
  - 대출금리: 연 2.20%(2019.1학기 기준)
    (매학기 변동,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 대상자: 소득분위 9분위 이상
  - 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70점 이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취업 후
상환 대출

(든든학자금)

• 등록금액+생활비
• 재학 중 또는 취업 후 상환
  - 대출금리: 연 2.20%(2019.1학기 기준)
    (매학기 변동,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 유예기간 중 무이자

• 대상자: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포함)
  - 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70점 이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농어촌출신 
학생

학자금 대출

• 등록금 전액 
• 무이자
•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 신입생군: 성적기준 적용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70점 이상

※ 장학제도는 2019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복지제도 참조 또는 장학복지팀(053-950-2103~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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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문의 : 재무과 053-950-2624

1. 등록금(2019학년도 등록금 기준)

계열별 등록금(학기당)
자율전공부(인문계) 1,809,000원

자율전공부(자연계) 2,293,000원
인문대학/사범대학(인문계)/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태환경대학(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

1,781,000원

인문대학 고고인류학과 1,828,500원

사회과학대학 1,819,000원

경상대학/행정학부 1,754,000원
자연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사범대학(자연계,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생태환경대학/과학기술대학(식품외식산업학과)

2,179,000원

공과대학/IT대학/과학기술대학 2,331,000원

예술대학(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2,410,000원

예술대학(미술학과) 2,470,000원

간호대학 2,240,000원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344,000원

치과대학 치의예과 3,156,500원

의과대학 의예과 3,156,500원

※ 신입생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19학년도 기준으로 납부 후 정산

2. 등록금 관련 안내

  가. 합격자 유의사항 

    - 지정된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합격자도 지정된 기한까지 등록금 납부 지정은행에서 등록하여야 함

      [등록방법] ①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수납은행(신한,대구,농협,기업은행 가능/국민은행 불가)을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② 제납부금(학생회비,학생의료공제회비,동창회비)을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

  나. 신입생 등록금 납부 확인방법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행정 – 학사안내 – 등록 - “등록금 납부확인서[신입생]” 클릭

  다. 기타 등록금 납부 제도 

    1)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에 2~4회 중 선택하여 납부가능

(입학 첫학기에는 신청 불가, 2학기부터 신청 가능)

    2)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신한(체크카드 포함), 대구BC, 농협BC, NH채움카드 가능

(입학 첫학기에는 불가, 2학기부터 납부 가능)

    3) 등록금 차등납부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행정 – 학사안내 – 등록 ]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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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제도 문의 : 학사과 053-950-2053~4

1. 휴학

구분 신청기한 신청방법

일반휴학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내

학생 본인이 On-Line으로 신청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휴∙복학신청)

육아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질병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군입대휴학 상시

창업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휴학원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를 구비하여 
기술경영창업부 창업교육팀에 신청

<유의사항>

  -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군 입대휴학, 질병휴학 제외 

  - 휴학기간: 6학기(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3학기, 편입학자: 3학기 다만, 약학대학 편입자 6학기) 이내

    ※ 군입대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질병휴학 및 창업휴학은 각 4학기 간 추가로 휴학 가능, 육아휴학은 자녀당 4학기 휴학 가능

  - 군복무로 인한 휴학 인정기간: 병역법 등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함

  - 군 제대 복학은 전역 후 2개 학기(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는 제외)의 복학기간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2. 복수전공

▸ 입학 후 자기 전공 이외에 적성에 맞는 타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선발된 후 해당 교과목을 이수
하고 졸업요건을 갖추면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음

▸ 상주캠퍼스에서 대구캠퍼스로 복수전공 가능 

  가. 허용학과: 다음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 제외학과: 예술대학ㆍ사범대학ㆍ수의과대학ㆍ간호대학ㆍ약학대학ㆍ의과대학ㆍ치과대학 전학과,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글로벌인재학부(다만, 사범대학 복수전공 이수 신청은 사범대학 학생 및 비 사범대학 학생

으로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만 가능)

  나. 지원자격: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본전공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학생: 체육특기자 입학생,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IT대학 전자

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및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및 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

  다. 신청시기: 연 2회(1학기는 5～6월, 2학기는 10～11월),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On-Line으로 신청(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전공신청/복수전공신청)

  마. 선발인원: 2학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각 대학(학과)별로 정한 인원



- 66 -

3. 전과 

▸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2학년 이상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부)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과를 시행   

  가. 허용학과: 다음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 제외학과: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치위생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체육교육과, 모바일공학전공, 농산업학과, 글로벌인재학부, 자율전공부,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

       ※ 다만, 사범대학은 공고일 당시 재적인원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경우 전과를 실시하지 않음

  나. 지원자격: 2학년 이상 진급예정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 예정자(다만, 편입학자 제외)

  다. 선발시기: 연 1회 (1월 ~ 2월)

  라.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10%~20% 이내(다만, 상주캠퍼스는 입학정원의 5%~20% 이내)

 

4.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 대학의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과 
상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 학기 많은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의 대학은 서울대학교와 거점 국립대학 8개교 등 총 26개교이며, 특히 
영호남화합을 위하여 전남대학교 및 전북대학교에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수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전액 면제

  가. 신청자격: 수학희망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다만, 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은 제한됨)

  나. 신청시기: 1학기는 1월경, 2학기는 7월경, 여름계절수업은 4월경, 겨울계절수업은 10월경

  다. 학기당 신청 가능 학점: 우리 대학 학칙이 정한 범위 이내

      ※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소요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음

5. 비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 사범대학을 제외한 비사범계 학과에도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학년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함

  가. 선발시기 및 신청자격: 매 학년 초에 2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발

  나.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10% 이내

  다. 교원자격증 발급

    - 발급시기: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매 학기말(2월, 8월) 대학(원)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후, 본부 

심사(학사과)에 의하여 자격증 발급함

    - 무시험 검정요건: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이상 이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통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만 이수인정]하여야 하며, 전공평균

(교과교육포함)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 추후 교육부 법령 개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라.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발급: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복수전공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다만, 부전공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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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인원

대구캠퍼스
대학 학과(부) 전공 인원 표시 과목 대학 학과(부) 전공 인원 표시 과목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3 국어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1 재료
전자재료공학전공 1 세라믹한문학과 2 한문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3 기계중어중문학과 1 중국어

기계설계학전공 2 기계영어영문학과 5 영어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전공 3 화공불어불문학과 3 프랑스어

독어독문학과 3 독일어 화학공학전공 2 화공
토목공학과 1 건설일어일문학과 1 일본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 건설노어노문학과 3 러시아어

건축공학전공 2 건설사학과 2 역사
고분자공학과 3 화공철학과 1 철학

섬유시스템공학과 2 섬유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3 일반사회
환경공학과 1 환경지리학과 3 지리
전자공학부 16 전자심리학과 2 전문상담교사(2급)

IT
대학

전기공학과 2 전기문헌정보학과 3 사서교사(2급)
컴퓨터학부 플랫폼소프트웨어전공 4 정보ㆍ컴퓨터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3 수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2 식물자원ㆍ조경통계학과 3 수학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물리학과 4 물리 임산공학전공 2 식물자원ㆍ조경
화학과 3 화학 조경학전공 1 식물자원ㆍ조경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3 생물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3 생물
지질학전공 3 지구과학지구시스템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2 식물자원ㆍ조경

생활
과학
대학

아동학부 아동학전공 2 유치원정교사(2급) 원예과학과 2 식물자원ㆍ조경
의류학과 2 의상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 농공

식품영양학과 2 영양교사(2급) 농업경제학과 2 농산물유통

간호
대학

간호학과 8 보건교사(2급)
식품공학부

식품소재공학전공 1 식품가공
식품생물공학전공 2 식품가공

예술
대학

음악학과 4 음악 식품응용공학전공 1 식품가공

-
미술학과 3 미술
국악학과 2 음악

상주캠퍼스

대학 학과(부) 전공 인원 표시 과목

생태환경대학
축산학과 1 동물자원

축산생명공학과 1 동물자원

과학기술대학

식품외식산업학과 5 조리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4 의상

나노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 세라믹

 ※ 위 인원은 2019학년도 입학자 기준이며, 2020학년도 입학자에 대한 교직과정설치여부 및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6. 복수전공 이수자 교사자격 취득 제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가 사범대학인 경우는 입학

정원의 50%~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비사범계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별도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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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과(부) 전공 배정 안내

  다음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부)별 일정 및 선발 기준에 따라 학과(부) 및 전공 배정을 실시 함

모집단위 배정 학과(부) 및 전공 배정인원

자율
전공부

인문사회자율전공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전 학과(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행정학부 

해당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50% 
이내(경상대학 경영학부, IT대학 
전 학과(부)는 25%) 배정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학과(부)별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함

자연과학자율전공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
업경제학과 제외), 생활과학대학, IT대학(글로
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모바일공학전공 제외) 
전 학과(부)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미시전공, 사회복지거시전공

학과(부)별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정

자연과학
대학

지구시스템과학부 지질학전공, 천문대기과학전공, 해양학전공

행정학부 공공관리전공, 공공정책전공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전자재료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학전공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에너지공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에너지변환전공

IT대학 컴퓨터학부
플랫폼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과학전공, 인간
중심소프트웨어전공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임산공학전공, 조경학전공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식품소재공학전공,
식품응용공학전공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생활과학
대학

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아동학전공

생태환경
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산림환경자원전공 

과학기술
대학

건설방재공학부 건설방재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전공

자동차공학부 친환경자동차전공, 지능형자동차전공

나노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에너지화공전공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플랜트시스템전공

※ 위 이외의 학과(부)는 단일 학과(부)이므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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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문의 : 생활관(대구캠퍼스) 053-950-6681~2
생활관(상주캠퍼스) 054-530-1666

[ 대구캠퍼스 ]

1. 시설별 정원

건물명 실형태 실수 정원(명) 배정 대상자

직영
생활관

성실관(A동) 2인 1실 135 270 학부 남학생

긍지관(B동)
4인 2실 138 552

학부 남학생
2인 1실 4 8

협동관(C동) 4인 1실 107 428 학부 여학생 

봉사관(D동)
1인 1실 3 3

대학원 및 외국인 남학생2인 1실 89 178
3인 1실 5 15

진리관(E동)
2인 1실 76 152

학부 남학생 
3인 1실 5 15

화목관(FU동) 2인 1실 123 246 학부 여학생 
화목관(FS동) 2인 1실 40 80 대학원 및 외국인 여학생
면학관(G동) 2인 1실 26 52 외국인 여학생
향토관(H동) 2인 1실 358 716 기금 출연 지방자치단체 추천자 학부 남·여학생

민간운영
생 활 관

첨성관(I동) 2인 1실 681 1,362 대학원 및 학부 남·여학생

명의관(J동)
1인 1실 92 92

의학·치의학과 및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생
2인 1실 120 240

계 2,002 4,409

2. 생활관비                                                                         (단위: 원)

건물명 실형태 관리비 식비 계 비고
 직영 생활관
(향토관 제외)

2인 1실 500,000 784,300 1,284,300
관리비는 115일, 식비는
1일3식 기준 금액임

4인 1실 373,000 784,300 1,157,300
향토관, 민간운영생활관 2인 1실 562,000 784,300 1,346,300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일수·식수 선택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생활관생 선발

  가. 신입생 선발인원: 750명(남학생 430명, 여학생 320명)

      ※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대상 선발인원으로 2020학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음

  나. 우선 선발 대상자

    1) 대구광역시 이외 거주자(다만, 달성군 거주자 가능)

    2) 신입생 KNU+인재장학생, 도전장학생, 모바일공학전공학생, 체육특기생,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녀), 해외교포 자녀, 실직자 자녀, 본교 학생 중 형제ㆍ자매ㆍ

남매(형제ㆍ자매가 모두 생활관에 지원하여야 함),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입주 신청

    1) 신청 안내: 1월 초순 생활관 홈페이지 공고(http://dorm.knu.ac.kr) 

    2) 신청 기간: 2020. 2. 5.(수) ~ 2. 7.(금)(예정) 인터넷 접수(http://yes.knu.ac.kr) 

  라. 선발방법: 모집 단위별(학과 또는 학부) 입학 성적 석차백분율 우선순으로 선발하며, 전염성 

질환보균자는 입주가 제외 됨(우선 선발 대상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우선 선발되지만, 

원서 미제출자는 우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토관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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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캠퍼스 ] 

1. 시설별 정원

건물명 실 형태 실수 정원(명) 배정 대상자

자주관
4인 1실 53

214 학부 남학생(2인실 장애인 우선배정)
2인 1실 1

창조관
2인 1실 91

183 학부 남학생(1인실 장애인 우선배정)
1인 1실 1

근면관
2인 1실 52

115 학부 여학생(1인실 장애인 우선배정)
1인 1실 11

경애관
4인 1실 70

286 학부 남학생(1·2인실 장애인 우선배정)2인 1실 2
1인 1실 2

노악관
2인 1실 157

316 학부·대학원·외국인 여학생(1인실 장애인 우선배정)
1인 1실 2

청운관
2인 1실 96

194 학부·대학원·외국인 남학생(1인실 장애인 우선배정)
1인 1실 2

계 540 1,308

2. 생활관비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원)

건물명 실 형태 관리비 식비 계 비고

자주관
4인 1실 307,000 779,700 1,086,700

 1. 관리비는 115일,    
식비는 1일 3식    
기준 금액

 2. 식비는 1~3식까지  
선택가능

2인 1실 411,000 779,700 1,190,700

창조관
2인 1실 392,000 779,700 1,171,700
1인 1실 587,000 779,700 1,366,700

근면관
2인 1실 470,000 779,700 1,249,700
1인 1실 704,000 779,700 1,483,700

경애관
4인 1실 392,000 779,700 1,171,700
2인 1실 470,000 779,700 1,249,700
1인 1실 587,000 779,700 1,366,700

노악관, 청운관
2인 1실 534,000 779,700 1,313,700
1인 1실 801,000 779,700 1,580,700

3. 생활관생 선발

  가. 신입생 선발인원: 653명(남학생 438명, 여학생 215명) 예정

  나. 우선선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장애인, 실직자의 자녀, 교포자녀, 

형제ㆍ자매ㆍ남매가 모두 경북대생이며 모두 생활관에 지원한 자, 체육특기자, 기타 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선발일정

    1) 모집공고 : 1월 초순(예정), ‘생활관 홈페이지’ 공고(http://dorm.knu.ac.kr/scdorm/_new_ver)

    2) 신청 기간: 2020. 2. 5.(수) ~ 2. 7.(금)(예정) 인터넷 접수(http://yes.knu.ac.kr) 

  라. 선발방법: 모집단위별(학과 또는 학부) 입학성적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하며, 전염성질환보균자는 

입주불가(우선선발대상자는 기간 내 지정된 별도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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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및 학과(부) 전화번호

[대구캠퍼스]

▪주요부서 
구분 담당부서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휴학, 복수전공 등 학사안내 교무처 학사과 108 950-2053~4

생활관 입사안내 생활관 행정실 501 950-6681~2

장학금, 학자금 대출 안내 학생처 학생과 108 950-2103~7

등록금 수납, 환불 안내 사무국 재무과 108 950-2624

▪대학 각 부서:  학사행정 문의
구분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대 406호 104 950-5106
영어영문학과 대학원동 514호

107
950-5120

사학과 대학원동 419호 950-5135
철학과 인문대 410호 104 950-5148
불어불문학과 대학원동 417호

107

950-5159
독어독문학과 대학원동 418호 950-5169
중어중문학과 대학원동 402호 950-5178
고고인류학과 대학원동 518호 950-5186
일어일문학과 대학원동 415호 950-6150
한문학과 대학원동 404호 950-6160
노어노문학과 대학원동 210호 950-617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대 506호

310

950-5206
사회학과 사회대 414호 950-5218
지리학과 사회대 412호 950-5227
문헌정보학과 사회대 408호 950-5236
심리학과 사회대 209호 950-5244
사회복지학부 사회대 210호 950-5251
신문방송학과 사회대 406호 950-5259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자연대 304호 209 950-5306
물리학과 제1과학관 101호 208 950-5316
화학과 화학관 207호 407 950-5329
지구시스템과학부 제2과학관 113호 210 950-5354
통계학과 자연대 404호 209 950-5364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물학관 215호 217 950-5342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관 205호 207 950-6349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경상관 105호

309
950-5406

경영학부 국제경상관 317호 950-5439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공대3호관 311호 409 950-5569

응용화학공학부
응용화학전공 공대1호관 213호 404 950-5581
화학공학전공 공대9호관 109호 406 950-5615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공대3호관 509호 409 950-5559
전자재료공학전공 공대8호관 215호 419 950-563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대2호관 316호

401
950-5590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공대2호관 216호 950-5607
고분자공학과 공대9호관 119호 406 950-5623
섬유시스템공학과 공대1호관 315호 404 950-5638
환경공학과 공대6호관 313호 410 950-6580
에너지공학부 공대7호관 209호 411 950-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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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각 부서:  학사행정 문의
구분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농생대1호관 113호

201
950-5706

환경생명화학전공 농생대1호관 405호 950-5714
응용생물학전공 농생대2호관 209호 203 950-5758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202호

202
950-5772

식품소재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328호 950-5750
식품응용공학전공 농생대2호관 410-1호 203 950-7761

산림과학ㆍ조경학부
임학전공 농생대1호관 416호 201 950-5744
임산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403호 202 950-5795
조경학전공 농생대1호관 506호 201 950-5779

농업토목ㆍ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농생대2호관 106호 203 950-5730
생물산업
기계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105호 202 950-5790

원예과학과 농생대1호관 350호 201 950-5721
농업경제학과 농생대3호관 512호 202 950-5765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농생대2호관 309호 203 950-5737
농산업학과 친환경농업교육센터317호 - 950-8537

자율전공
인문사회자율전공 글로벌플라자 513호

103
950-6027

자연과학자율전공 글로벌플라자 513호 950-6027
       행정학부 법학전문대학원(구관) 113호 311 950-5474

예술대학

음악학과 예술대학 302호
120

950-5656
국악학과 예술대학 405호 950-5670
미술학과 조형관 105호

119
950-5680

디자인학과 조형관 104-1호 950-5694

사범대학

교육학과 사범대신관 404-2호

301

950-5806
국어교육과 사범대신관 416호 950-5821
영어교육과 사범대신관 507호 950-5829
독어교육전공 사범대신관 510호 950-5836
불어교육전공 사범대신관 421호 950-5842
역사교육과 사범대신관 513호 950-5848
지리교육과 사범대신관 311호 950-5856
일반사회교육과 사범대신관 519호 950-5862
윤리교육과 우당교육관 411호 303 950-5868
수학교육과 자연대 103-1호 209 950-5882
물리교육과 제1과학관 301호 208 950-5891
화학교육과 화학관 421호 407 950-5900
생물교육과 생물학관 117호 217 950-5909
지구과학교육과 제2과학관 125호 210 950-5916
가정교육과 사범대신관 209호 301 950-5923
체육교육과 제1체육관 104호 213 950-5930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생활과학대학 214호

307
950-6210

의류학과 생활과학대학 313호 950-6220
식품영양학과 생활과학대학 115호 950-6230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대신관 1층 129호 - 420-4937

IT대학

전자공학부  IT대학1호관 409호 418 950-5506
컴퓨터학부 IT융복합관 317호

415
950-5550

전기공학과 IT융복합관 413호 950-5600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IT대학2호관 303호 416 950-6571

의과대학 의예과 의과대 행정실 - 420-4911
치의예과 치의예과 치과대 행정실 - 660-6803
수의예과 수의예과 수의대 206호 420 95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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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캠퍼스]

▪주요부서

▪대학 각 부서:  학사행정 문의

구분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4)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산림환경자원전공

6호관 112호
6호관 417호

06 530-1200
530-1240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생태관광전공

6호관 216호
본관 207호

06
04

530-1210
530-1380

레저스포츠학과 1호관 209호 01 530-1430

축산학과 6호관 323호

06

530-1220

축산생명공학과 6호관 426호 530-1940

말/특수동물학과 6호관 327호 530-1950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부
건설방재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전공

7호관 210호
5호관 112호

07
05

530-1250
530-1440

정밀기계공학과 7호관 309호 07 530-1270

자동차공학부
친환경자동차전공
지능형자동차전공

2호관 305호
2호관 304호

02 530-1400
530-1136

소프트웨어학과 5호관 211호 05 530-1450

나노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에너지화공전공

2호관 104호
7호관 418호

02
07

530-1410
530-1330

식품외식산업학과 9호관 213호 09 530-1300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패션디자인전공
8호관 213호
9호관 311호

08
09

530-1280
530-1310

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시스템전공
플랜트시스템전공

8호관 311호
9호관 413호

08
09

530-1490
530-1480

치위생학과 3호관 301호 03 530-1420

구분 담당부서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4)

생활관 입사안내 생활관 행정실 14 054-53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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