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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  릉
원주대

수시
기능,발명,

벤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
업(예정)자로 지리올림피아드 지역 및 전국대회 입
상자
-전자공학과,산업정보경영공학과,컴퓨터공학과 : 
2011년 2월 이   후(포함) 졸업(예정)자로
 ․ 전국기능대회 전기․전자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최) 3위이내 입상자
 ․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특허청주관)
 ․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3위이내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 인정하는 전기ㆍ통 
   신 분야의 기능사 이상 공인자격증 취득자
 ․ 전국4년제대학 총장상 이상이 수여되는 전국 소 
   프트웨어 공모전 3위 이내 입상자
- 토목공학과 : 2002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
자로
 ․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 대한민국학생 발명 전시회 입상자
 ․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 인정하는 토목분야 
  의 기능사 이상 공인자격증 취득자
- 멀티미디어공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
(예정)자로
 ․ 전국기능대회 전기․전자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최) 3위이내 입상자
 ․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특허청주관)
 ․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3위이내 입상자
 ․ 전국4년제대학 총장상 이상이 수여되는 전국 소 
   프트웨어공모전 3위 이내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IT관련 직무분야 
   의 기능사 이상 공인자격 취득자(정보처리, 통 
  신, 전자, 산업디자인, 전문사무)
 ․ IT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IT분야의 2급이상 자 
 격증 취득자 (리눅스마스터, WebDB마스터, 웹프 
  로그래머, 정보보호전  문가, 네트워크관리사, P 
  C정비사)
 ․ IT관련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자
   (MCP, CCNA, SCP, OPC 이상)
-정보기술공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
정)자로
 ․ 전국기능대회 전기․전자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최) 3위이내 입상자
 ․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특허청주관)
 ․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3위이내 입상자
 ․ 전국4년제대학 총장상 이상이 수여되는 전국 소 
   프트웨어공 모전 3위 이내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IT관련 직무분야 
  의 기능사 이상 공인자격 취득자 (정보처리, 통 
 신, 전자, 산업디자인, 전문사무)
 ․ IT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IT분야의 2급이상 자 
 격증 취득자 (리눅스마스터, WebDB마스터, 웹프 
  로 그래머, 정보보호전 문가, 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
 ․ IT관련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자
   (MCP, CCNA, SCP, OPC 이상)
- 전기공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
자로
 ․ 전국기능대회전기․전자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최) 3위이내 입상자
 ․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특허청주관)
 ․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3위이내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 인정하는 전기분야 
  의 기능사 이상 공인자격증 취득자
-정보통신공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
정)자로
 ․ 전국기능대회 전자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 
   위원회 주최) 3위이내 입상자
 ․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언어, 외국어, 탐구영
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 전자공학과. 산업정
보경영공학과, 토목공
학과 :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
급 이내
- 컴퓨터공학과, 멀티
미디어공학과, 정보기
술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제한, 
단 수능은 응시를 하여
야 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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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특허청주관)
 ․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3위이내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 인정하는 전자ㆍ통 
  신분야의 기능사이상 공인자격증 취득자

강  릉
원주대

수시

문학

-국어국문학과: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
자로 전국규모의 백일장, 문학상 3위이내 수상자
-여성인력개발학과: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
정)자로 전국규모의 백일장, 문학상 3위이내 수상자

- 국어국문학과 : 언
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 여성인력개발학과 : 
제한, 단 수능은 응시
를 하여야 함

학생부 100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영어영문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
정)자로
 ․ 전국규모의 영어 경시대회 3위이내 입상자
 ․ 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 TOEFL 76점 이상 취득자(IBT기준)
 ․ TOEFL 207점 이상 취득자(CBT기준)
 ․ TEPS  600점 이상 취득자
-여성인력개발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
(예정) 자로
 ․ 전국규모의 영어 경시대회 3위이내 입상자
 ․ TOEIC 600점 이상 취득자
 ․ TOEFL489점 이상 취득자(PBT기준)
 ․ TOEFL 177점 이상 취득자(CBT기준)
 ․ TEPS  502점 이상 취득자
-중어중문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
자로
 ․ 전국규모의 중국어 경시대회 또는 중국어 웅변 
  대회 3위이 내 입상자
 ․ (구) HSK 초등A급 이상 취득자
 ․ (신) HSK 4급 210점 이상 취득자
 ․ (신) HSK 고급회화 합격자
- 일본학과: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 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 합격 또는 JPT600점 
   이상 취득자
- 여성인력개발학과 :  2011년 2월이후(포함) 졸업
(예정)자로
  ․ 전국규모의 일본어 경시대회 3위이내 입상자
  ․ 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 합격 또는 JPT600점 
   이상 취득자

-영어영문학과 :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
이 15등급 이내
-중어중문학과, 일본학
과 : 언어, 외국어, 탐
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여성인력개발학과 : 
수능 응시

학생부 100

음악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2011학년도
를 기준으로 3개학년(2009학년도～2011학년도)기간 
이내에 권위 있는 전국음악콩쿨 동일지원분야에서 
4위(장려상)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수능 응시 학생부 100

예술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2011학년도 
기준으로 6개학년(2006학년도∼2011학년도) 기간 
이내에
 - 의상, 미술, 디자인 관련 시ㆍ도 규모이상 대회 
   입상자
 - 전국 기능 대회 의상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최) 3위이내에 입상자

수능 응시 학생부 100

정시(가) 체육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학년(2009학년도～
2011학년도)기간 이내에 권위 있는 국제규모의 대회 
또는 전국규모의 대회(개인전,단체전)이상에서 지원
분야와 동일한 종목 중 3위이내 입상실적이 있는자

수능 응시

서류심사(단, 모집

종목의 모집인원 초

과시 기능평가 실시

후 합격자 선발)

강원대
(춘천)

수시2차

유수대회수상
자(스토리텔

링학과, 
국어국문학과

)

2010.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심사년도
(2011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3개 학년도 이내
의 기간중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스토
리텔링(글쓰기,문화콘텐츠 등) 대회에서 상위등위로부
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개인상에 한함)

수능 언어영역 3등급 
이내

지원자격(가/부)

학생부 30

면접 30

입상실적 40

유수대회수상
자(무용학과)

2010.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심사년
도(2011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중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상위등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
이 있는 자(개인상에 한함)

지원자격(가/부)

학생부 30

면접 30

입상실적 40

체육특기자

-2010.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심사
년도(2011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3개 학년
도 이내의 기간중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
상의 대회에서 상위등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심사년도에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단체경기 종목
의 우수선수

지원자격(가/부)

학생부 30

면접 30

입상실적 20

실기고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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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원대
(삼척)

정시(다)
남자핸드볼, 
골프, 요트

·최근 3년 이내(2009. 3.～ ) 아래 자격 구분에 해
당되는 자 
 - 국제·국내대회 3위(전국 및 광역시·도) 이내 수
상 실적이 있는 자
 - KPGA,KLPGA세미프로 자격증 이상 소지자

학생부 13.7

경기실적 52

면접 34.3

경북대
(대구)

수시1차

영어능력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09. 
11. 1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TOEFL : IBT88점이상, CBT,230점이상
나. TOEIC  : 800이상
다. TEPS   : 713점이상

미정
공인영어성적 50

면접구술고사 50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마
감일 기준 아래와 같이 최근 2년 이내의 입상실적
이 있는자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3위 이내 입
상자 포함(개인 및 단체 포함), 단, 골프는 개인전 
32위 까지 입상자로 함
 *국제규모대회 : 올림픽경기, 아시안경기, 세계선
수권대회. 8개국 이상 국제대회

미정
면접구술고사 20

실적80

과학능력
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미정
학생부 교과 20

면접구술고사 80

예체능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미정

-음악학과,국악학과

학생부 20

실기고사 80

-미술학과

전공실기 50

창의성평가 50

경북대
(상주)

수시1차

영어능력
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09. 
11. 1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TOEFL : IBT88점이상, CBT,230점이상
 나. TOEIC  : 800이상
 다. TEPS   : 713점이상

미정
공인영어성적 50

면접구술고사 50

체육특기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 
규모대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미정
면접구술고사 20

실적 80

경상대 수시

역사특기자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한국어문회주관 한자능력2급 이상 
-한국외국어평가원 주관 실용한자 2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  
 수상자

언어,수리 ,외 국어(영
어),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5등급 이상

학생부 60

특기성적 40

이야기대회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국 고등학
교 이야기 대회 1,2위 수상자

언어,수리 ,외 국어(영
어),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이상

학생부 40

면접 20

특기성적 40

무용ㆍ
민속연희

201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국규모 무
용대회 및 민속예술관련 경연대회 수상자

학생부 30

면접 20

특기성적 50

문학
201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도단위 이상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주관하는 순수문예 백일장에서 4위 
이내 수상자

언어,수리 ,외 국어(영
어),탐구영역 중 2개영
역 6등급 이상

학생부60

특기성적 40

수학경시대회
201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각종 수학경
시대회 입상자

학생부 60

특기성적 40

러시아어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TORFL 기초
단계 이상 자격증 소지자

면접20

특기성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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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상대 수시

영어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미생물학과,생물학과,생화학과:토플 CBT 243점
(PBT 590점, IBT 97_96점)텝스 789점, 토익 850점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영어교육과: 토플 CBT 250점 이상(PBT 600
점,IBT100점), 토익900점 이상,  PELT 1급 150점 
이상,텝스848점 이상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정보과학과,컴퓨터과학과 : 토플 CBT 217점(PBT 
557점, IBT 81-82점), 텝스 663점, 토익 750점 이
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자
-지역환경기반공학과 : 토플 CBT 207점(PBT 540
점, IBT 76점), 텝스 600점, 토익 700점 이상 중 
한가지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자"

-영어교육과 : 언어,수
리,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영역이 3등급 이상

-미생물학과,생물학과,
생화학과,정보과학과,컴
퓨터과학과,지역환경기
반공학과 : 

-영어교육과

면접 20

특기성적 80

-미생물학과,생물학

과,생화학과,정보과

학과,컴퓨터과학과,

지역환경기반공학과

학생부 60

특기성적 40

체육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 중 대한체육회 산하 중앙경기단체 및 한국고교
연맹에서 개최하는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수
상자(단체전 포함)

학생부 40

면접 20

특기성적 40

한문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한국어문회 주관 한자능력 2급 이상, 
-한국외국어평가원 주관 실용한자 2급 이상, 
-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자자격검증 1급 이상 자격
증 소지자

학생부 60

특기성적 40

공주대 수시2차

어학,무용,체
육,공학기술, 
영상분야,게
임분야,미술
실기,농업

【어학분야】
 •영어교육과: 토익 900점(CBT토플 253점,IBT토플 
101점,텝스820점) 이상 득점자
 •영어영문학과: 토익 750점(CBT토플 213점,IBT토
플 79점,텝스630점) 이상 득점자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학부: 토익 700점
(CBT토플 197점,IBT토플 71점,텝스570점) 이상 득
점자

사범대 영어교육과만 
수능4개영역 등급평균 
3등급, 나머지 해당사
항 

학생부60
입상실적30
면접10

【무용분야】: 무용학과
 • 2009~2011학년도에 권위있는 전국규모의 해당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중 아래 각 호와 같이 입상 
또는 수상한자
 동아무용콩쿨, (사)한국무용협회
 전국단위 무용경연대회
 4년제 전국대학콩쿨
 각도 도지사 및 교육감기 콩쿨
 전국단위 체조, 재즈,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학생부20
입상실적70
면접10

【체육분야】 : 체육교육과
 • 2009~2011학년도에 권위 있는 국제적 규모 및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입상
한 자(대회 인정 현황은 모집요강에 의함)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
대회 등) 입상자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모집종목:배드민턴 2명(여), 육상 3명, 정구 2명(남)

학생부 20
경기실적 50
교직 적·인성 10
실기 20

【체육분야】 : 생활체육지도학과
• 2009~2011학년도에 권위있는 국제적규모 및 전
국규모의 해당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중 또는 졸
업 후 일반부에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입상 또는 수
상한자(대회인정현황은 모집요강에 의함)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
대회 등) 입상자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8위 이내 
입상자
 모집종목:배드민턴 여1명 ‘체육교육과와 양식통일’

※전국규모대회 8위 확
인 : 정시는 3위

학생부20
입상실적70
면접10

【공학기술분야】: 기계자동차공학부
  아래 대회 해당 입상실적이 있는 자
 전국 수학,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장려상 이상 
수상자
 교육과학기술(환경)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
국규모의 과학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
 특허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한민국 학생발
명전시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
 교육과학기술(환경)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
국과학전람회 장려상 이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
대회 장려상 이상 수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공업분야)이상 입상자(시· 도
대회는 3위 이상 입상자) 

학생부60
입상실적30
면접10



- 1. 특기자 특별전형 <국․공립대> -   1147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공주대

수시2차

어학,무용,체
육,공학기술, 
영상분야,게
임분야,미술
실기,농업

【영상분야】: 영상광정보공학부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영상공모전 상위 
3순위 이내 입상자
 전국 규모의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영상공모전 
3순위 이내 입상자

학생부60
입상실적30
면접10

【게임분야】: 게임디자인학과
 정부나 대학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게임 공
모전 입상자

학생부60
입상실적30
면접10

【미술실기분야】: 조형디자인학부
 • 아래 각 1에 해당되는 자
 미술 디자인분야의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16개 시,도 교육청 주최 고등학생 미술 실기대
회 입상한 자
  지방기능경기대회(목공예, 도자기, 귀금속, 장식
미술 분야) 입상한 자
 아래 자격증 취득자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도자기공예산업기사, 귀금속가공
기능사, 웹 디자인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AutoCAD자격증, 3D Studio Max자격증, 컴퓨터 그
래픽운용기능사, 포토샾 자격증, 일러스트자격증, 
보석가공기능사,보석감정사,주얼리마스터,실내건축
기능사,실내건축산업기사

학생부90
면접10

【농업분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학
과, 생물산업공학부, 산림자원학과, 식품과학부
 • 아래 각 1에 해당되는 자
 농업 분야 공인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영농후계자로 지정된 자
 아래 대회(시·도 규모 대회이상)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영농학생전진대회, 4H경진대회, 전국기능경기대
회(농업분야)

학생부90
면접10

정시(가)
체육특기자

전형

 • 생활체육지도학과
  2009~2011학년도에 권위 있는 국제적 규모 및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입상
한 자(대회 인정 현황은 모집요강에 의함)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
대회 등) 입상자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모집인원:수구 2명(남), 테니스 2명(여), 세팍타크
로 3명(남), 골프2명(여)

생 활 체 육 지 도 학 과 
체육특기자
학생부20
경기실적50
실기고사30

군산대 수시2차

문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년제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도ㆍ광역시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경
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전체 수상자 중 개인별 
등위가 3위 이내인 자)
  ※ 문학 특기자 입상 장르 : 시, 시조, 수필(글짓
기 포함), 소설, 희곡

학생부 30

실적 70

미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09. 3.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아
래의 자격취득자 또는 개인 입상자
① 4년제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시ㆍ군·구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시·
군·구 이상 규모의 미술실기대회, 도예실기대회(세
라믹디자인학과 한정), 공모전 개인입상자 중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자
 ② 학과에 관련된 기능경기대회(지방 기능경기대회 
포함) 개인 입상자

학생부 30

실적 70

음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09. 3.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아
래의 자격취득자 또는 개인 입상자
 4년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도ㆍ광역시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도
ㆍ광역시 이상 규모의 음악경시대회(성악 1명, 관현
악 4명)에서 입상한 자

학생부 30

실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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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군산대 수시2차 체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009. 3.1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기간중 아
래의 자격취득자 또는 개인 입상자
 관련종목 : 남자(육상2, 조정3, 복싱3, 카누2), 여
자(탁구3, 배드민턴1) (6종목 14명)
 종목별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자 또는 전국규모의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별 등위 6위 이내로 입상한 
자 (단,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대회)
 ※ 2011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도 5위와 2009년
도 4위까지 입상한 선수, 복싱의 경우 전국신인선수
권대회와 전국우승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본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상일자
는 대한체육회 발행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된 날짜
를 기준으로 함

학생부 30

실적 70

금오공과대 수시2차 기능특기자
고등부이상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전
국, 지방 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자

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
차등급이 5.0등급 이내
인자

-1단계 : 300

학생부 50

대회성적 50

-2단계 : 100

1단계 : 70

면접 30

목포대 수시

로봇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도,광
역시 이상(정부,언론기관,기업체,4년제대학 주최 등)
규모의 고교생 로봇경진대회에서 수상등위 3위(차차
상위)이내 개인 또는 단체 입상한 자
※위 사항은 고교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문학

○시,시조,소설(꽁트),수필,평론 등 창작분야의 전분
야에서 영역별로 수상명칭에 관계없이 전국규모이
상의 대회에서 전체 수상인원 중 3위(공동 3위포함)
이내 개인입상한자(3위 이내의 가작,장려상은 제외)
○대회인정범위 : 4년제 대학이 주최하여 5년이상 
개최한 대회,교육과학기술부,한국문인협회,민족문학
작가회의,한국작가교수회,대산문화재단,문학사상 주
최 등 대회(단,일회성대회,독후감쓰기 및 웅변대회
는 인정하지 않음)
※위 사항은 고교 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입상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미술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전
국규모의 미술대회(디자인분야 포함)에서 수상 등위 
3위(차차상위)이내 개인 입상한 자
※위 사항은 고교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발명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도,광
역시 이상(정부,언론기관,기업체,4년제 대학주최 등)
규모이 고교생 각종 발명가 경진대회에서 수상 등
위 3위(차차상위)이내 개인 또는 단체 입상한 자
※위 사항은 고교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영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특기자
-TOEFL(CBT 197점이상, IBT 71점 이
상),TOEIC(700점이상),TEPS(600점 이상
-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도,광
역시 이상 규모의 영어경시대회에서 수상등위 3위
(차차상위)이내 개인 입상한 자
- 대학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영어경시대회 장
려상 이상 입상자
○중국어 특기자
- 新HSK 4급 이상인 자
-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도,광
역시 이상규모의 중국어이야기(웅변)대회 또는 경시대
회에서 수상등위 3위(차차상위)이내 개인 입상한 자
○일본어 특기자
- JPT600점 이상인 자
- 일본어 능력시험 2급이상 취득한 자
-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도,광
역시 이상 규모의 일본어이야기대회 또는 경시대회
에서 수상등위 3위(차차상위)이내 개인 입상한 자
※위 사항은 고교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입상실
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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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목포대 수시

성악,피아노,
관현악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
전국규모의 전공별 음악대회에서 3위(차차상위)이내 
개인입상한 자
※위 사항은 고교재학중 또는 최근3년간의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의상

○기능사 자격증(양복,양장,한복,섬유제도디자인,컴
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소지자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방,
전국,국제기능대회(양복,양장,한복)에서 수상등위 3
위(차차상위)이내 개인 또는 단체 입상한자
※위 사항은 고교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입상실적 40

체육

○육상,카누 개인종목은 전국규모의 대회 6위이내 
입상한 자
○검도,농구,배구 단체종목은 전국규모대회 8강이내 
입상한 자
○인라인롤러는 전국규모대회 6위이내 입상한 자
○심사연도에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경기단체에서 
우수선수로 추천된 자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입상자 
※위 사항은 고등학교 재학중의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

(교과 50,출석 10)

입상실적 40

컴퓨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도,광
역시 이상(정부,언론기관,기업체,4년제 대학주최 등)
규모의 고교생 각종 S/W 및 H/W 경연대회에서 수
상 등위 3위(차차상위)이내 개인 또는 단체입상한 
자
※위 사항은 고교 재학중 또는 최근 3년간의 입상
실적에 한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60(교과 50,

출석 10)

입상실적 40

부산대 정시(가) 체육특기자

 ○ 2009~2011년도(3개 년도) 기간 내에 해당 특
기분야별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 및 이에 준
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전 3년 이내) 
 ※ 인정대회 및 입상범위는 추후 공고함.

학생부(교과) 200점

수능 450점

면접구술고사 50점

실기고사 300점

서울대 수시 특기자전형

- 인문. 자연계열: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외국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예체능계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포함)으로서 아래 모집단위에서 정한 지원자
격을 충족한자
 . 미술대학: 별도의 지원자격 
 . 체육교육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체육교육과에서 인정하는 종목의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로 개인종목은 1위 입상자, 단체종목은 
3위 이내 입상자
 . 음악대학: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
내에 음악대학에서 인정하는 콩쿠르에서 3위 또는 
동상 이상을 수상한 자

- 인문계열 및 의예과: 
4개영 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자연계열(의예과 제
외), 음악대학, 자유전
공학부: 
- 미술대학: 3개 영역
(언어,외국어,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체육교육과
(개인종목):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등
급 이내
(단체종목):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5등
급 이내 
(리더십):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1단계 

인문,자연,체육교육,

음대(1.5~3배수)

서류평가 100

미술대학(5배수)

서류평가30

실기고사 70

-2단계

인 문계 열(경 영대 , 

자유전공 제외)

1단계 성적 50

면접 및 구술고사 

30

논술고사 20

인문계열(경영대)

1단계 성적 50

면접 및 구술고사 

50

인문계열(자유전공

학부)

서류 및 면접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학사정관제에 의

한 선발

자연계열

1단계 성적 50

면접및구술고사 50

사범대학 인문계열

1단계 성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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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면접및구술고사 18

교직적성인성검사 

12

논술고사 20

사범대학 자연계열

1단계 성적 50

면접및구술고사 30

교직적성인성검사 

20

사범대학 체육교육

과

1단계 성적 50

면접및구술고사 25

교직적성인성검사 

25

음악대학

면 접 및 구 술 고 사 

20

실기고사 80

미술대학

1단계 성적 85

면접및구술고사 15

순천대 수시1차

농업교육

ㅇ 농업교육과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금, 은, 
동상 수상자 
 -고등학교 재학 중 농업관련 전국기능경진대회 금, 
은, 동상 수상자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문예창작

ㅇ A등급 : 신춘문예당선자(전국 및 지방일간지) 및 
유명중앙문예지(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세계의문
학, 문학동네, 문예중앙, 작가세계, 문학사상, 현대
문학, 실천문학, 한국문학, 아시아)등을 통하여 등단
한 자
ㅇ B등급
 ① 신춘문예당선자(전국 및 지방일간지) 및 유명중
앙문예지(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세계의문학, 문학
동네, 문예중앙, 작가세계, 문학사상, 현대문학, 실천
문학, 한국문학, 아시아)등을 통하여 입선/가작한 자
 ② 고등학교 재학 중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상에서 주관하는 고교 문예백일장(논술대회 포함)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주관하는 고
등학생대상 문예백일장(논술대회 포함) 3등위 이내
(1등위~3등위) 입상자
 ③전국 규모의 문인단체, 문화재단, 출판/언론사에
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문예백일장 3등위 이내(1등
위~3등위) 입상자
 ④출판사에서 ISBN을 획득하여 단행본을 출판한 자
ㅇ C등급 : 기초지방자치단체, 문인단체 지부, 문화
재단 지부, 출판/언론사 지부 등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문예백일장(논술대회 포함) 3등위 이내(1등
위~3등위) 입상자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사진예술, 
만화애니메이

션, 
영상디자인, 
패션디자인

ㅇ 사진예술학과
  -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진기능사 취득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4년제 대학, 법인(영리,
사단,재단), 사진관련 학회/협회 및 기초지방자치단
체장(교육장) 이상의 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전국
단위 사진 관련 공모전/대회 5등위 이내(1등위~5등
위)의 장려상 이상  입상자
 ※가작, 입선은 5등위 이내 입상하더라도 지원자격 
 ※ 해당 지원자가 응모하는 분야의  참가인원 100
명 이상에 한함
ㅇ 만화애니메이션학과
  -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4년제 대학, 전국 만화․
애니메이션관련 협회 및 학회, 미술관련 사단법인
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교육장 포함) 이상에서 주
최하는 전국단위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 5등위 이
내(1등위~5등위) 입상자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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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ㅇ 영상디자인학과
  -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4년제 대학 및 기초지
방자치단체장(교육장 포함) 이상의 기관에서 주관/
주최하는 영상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공모전/대회 
5등위 이내(1등위~5등위)  입상자
  -영상, 디자인, 디지털콘텐츠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패션디자인학과
  -전국규모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대회 5등위 이
내(1등위~5등위)  입상자
  -전국 4년제 대학 및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포
함)이상에서 주관하는 패션 및 디자인 관련 대회 5
등위 이내(1등위~5등위)  입상자
  -법인(영리,사단,재단) 주최 패션 관련 공모전(패
션, 미용, 디자인, 한복, 텍스파일 등) 5등위 이내(1
등위~5등위) 입상자 (전체 참가인원 100명 이상에 
한함)
  -전국 패션/의류학 관련 학회, 협회 공모전  5등
위 이내(1등위~5등위) 입상자
  -국가기술자격검정 양장, 한복 등 패션관련 기능
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또는 디자인 및 미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순천대 수시1차

조리과학

ㅇ 고등학교 재학 중 4년제 대학 또는 기초지방자
치단체장(교육장 포함) 이상에서 주관하는 조리경시
대회 5등위 이내(1등위~5등위) 입상자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조리/조주/제빵/
제과 기능사 자격증 중 2종 이상 자격 취득자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국어교육

ㅇ 국어교육과
  -신춘문예당선자(전국 및 지방일간지 포함) 또는 
유명중앙문예지(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세계의문
학, 문학동네, 문예중앙, 작가세계, 문학사상, 현대
문학, 실천문학, 한국문학, 문학수첩, 아시아 등)를 
통해 통하여 등단한 자(입선, 가작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상에서 주관하는 고교문예백일장(논술대회 포함)
에서 1위 이상의 입상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주관
하는 고등학생 대상 문예백일장(논술대회포함)에서 
3등위 이내(1등위~3등위)  입상자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중어중문,일
본어일본문화

,영어교육

ㅇ 중어중문학과
  -고등학교 재학 중 4년제 대학 또는 광역자치단
체장(교육감 포함) 이상에서 주관하는 중국어 경시
대회 5등위 이내(1등위~5등위) 입상자
  -HSK(한어수평고시) 4급 이상 취득자 또는 新
HSK 4급(195점 이상) 이상 취득자(원서접수 최초일
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
상 취득자(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민국한
자교육연구회, 한국외국어평가원 주관에 한함)
ㅇ 일본어일본문화학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1~3급(新JLPT는 N1~N4) 
자격자 또는 JPT/NIKEN 450점 이상인 자(원서접수 
최초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자격 또는 점수에 
한함)
  -4년제 대학 또는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상에서 주관하는 일본어 경시대회 5등위 이내(1
등위~5등위) 입상자(원서접수 최초일로부터 3년 이
내 수상한 경력에 한함)
ㅇ 영어교육과
  -고등학교 재학 중 4년제 대학 또는 광역자치단
체장(교육감 포함) 이상에서 주관하는 영어경시대회 
5등위 이내(1등위~5등위) 입상자
  -원서접수 최초일로부터 2년 이내에 TOEIC 850
점, TOEFL 245점(IBT 100점) 또는 TEPS 760점 이
상 취득자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사회체육

ㅇ 체육1 : 고등학교 재학 중 아래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단, 양궁은 올림픽라운드 방식일 경우 8강 이상 
입상자)
 ① 정 구
  -회장배 전국 정구대회, 장원배 종합선수권 대회, 
전국시도 대항 정구대회
  -전국 남녀 중고교 정구대회, 대통령기 전국정구

학생부 50

면접 25

대회기록점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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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회, 전국 남녀 중고교 추계연맹전
  -전국정구종별 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전국)규모대회 중 순천대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에서 별도 심사하여 인정한 대회
 ② 양 궁
  -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대통령기 전국 남
녀 양궁대회,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 대학연맹 양궁대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대회, 
유럽피언 그랑프리 대회
  -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대회, 컴파운드 대회, 
올림픽대회, 전국체육대회
  - 종합선수권대회, 기타 국제(전국)규모대회 중 
순천대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하여 인정한 대회
 ③ 요 트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 전국 종별 학생
요트 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전국)규모대회 중 순천대 체육진흥관
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하여 인정한  대회
ㅇ 체육 2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종목 및 국민생
활체육연합회 종목 중 광역시 ․ 도 단위 이상의 경
기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상 입상자

안동대 수시 체육특기자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학생부 30

실기고사(실적) 70

인천대 수시1차

어학

ㅇ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 영어특기 : 영어4, 행정2, 정외1, 신방1, 법학
3, 경영3, 경제2, 무역2
 - 독어특기: 독문2
 - 불어특기: 불문2
 - 일어특기: 일문2
※지원자격 : (#입학요강 참고1)
 (실적인정범위:최근 2년이내 확정된 실적)

▶1단계

 학 생 부 : 50

 입상실적 : 50

▶2단계

 학 생 부 : 40

 입상실적 : 40

 면 접 : 20

체육
고교졸업(예정자)
-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 또는 일정수준의 입상자

입상실적 : 60

면  접 : 40

컴퓨터

ㅇ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의 컴퓨터 및 정보분야 경진대회에서 개인전 3위이
내 입상자(※최근 3년 이내 확정된 실적)
 - 국제정보올림피아드대회:유네스코 주최
 -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전국):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관)
 - 컴퓨터 및 정보분야 경진대회(전국,광역시<도>
이상) : 교육기관장 및 지역단체장 주최/주관/후원, 
전국4년제 대학 주최
※각종 사설학원,영리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는 인정
하지 않음

▶ 1단계

 학 생 부 : 50

 입상실적 : 50

▶  2단계

 학 생  부 : 40

 입상실적 : 40

 면  접 : 20

전북대 수시2차

무용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학생부 40

입상실적 40

면접 20

문학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수능 5등급 이내

학생부 40

입상실적 40

면접 20

미술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수능 7등급 이내

학생부 40

입상실적 40

면접 20

한국음악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수능 7등급 이내

학생부 40

입상실적 40

면접 20

체육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미정

학생부 40

입상실적 40

면접 20

제주대 수시2차
산업디자인

학부

고등학교 재학 중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도 이상)의 장, 교육감, 한국디자
인진흥원, 4년제 대학이 주최한 산업디자인분야 각
종 대회 및 공모전에서 동상이상(3위이내) 입상자
본교(각종 사업단 포함)에서 주최한 디자인분야 대
회 또는 공모전에서 특선이상 입상자

학생부 28.6

입상실적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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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제주대 수시2차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고등학교 재학 중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도 이상)의 장, 교육감, 한국미술
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4년제 대학이 주최한 미술
분야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정부공공·산하기관 및 
전경련 산하 기업이 주최한 대회, 전국 각 언론매체
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동상이상(3위이내) 입상자 
 본교에서 주최한 미술분야 대회 또는 공모전에서 
특선이상 입상자(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모집 전
공과 동일한 분야 입상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학생부 28.6

입상실적 71.4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고등학교 재학 중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도 이상)의 장, 한국음악협회 (전
국규모대회 이상, 각 지부 주최 제외), 4년제 대학
이 주최한 음악분야 각종 대회(전국대회  이상)에서 
동상이상(3위이내) 입상자
본교에서 주최한 음악분야 각종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입상자

학생부 28.6

입상실적 71.4

육상, 수영, 
태권도, 골프, 

볼링, 검도

 고등학교 입학 이후 전국체육대회, 전국종별대회 
등 우리대에서 인정하는「체육특기자종목별 인정대
회」에서 8위 이내 입상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종목별 인정대회 목록 : [붙
임 2]
※ 주관기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회명칭이 바
뀌었을 때에는 기존대회와 동일하게 인정

-육상,수영,태권도,

볼링,검도

학생부 14.8

입상실적 85.2

-골프

학생부 17.4

입상실적 82.6

창원대 수시

무용학과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 각종경연대회 3위이내 입상자(단, 댄스스포츠의 
경우 보조출연자 인정, 2명이 파트너로 참가했을 경
우 개별성적으로 인정함)

학생부성적 40

수상실적 50

면접 10

국어국문학과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시, 시조, 소설(꽁트), 수필, 평론 등 
창작문학의 전분야에서 수상 명칭에 관계없이 인정 
대회에서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이내 
개인입상자
 ② 인정대회 및 주최기관명
 ․전국고교백일장 : 성균관대
 ․중앙시조백일장 : 중앙일보사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 동국대
 ․원광전국고교현상문예백일장 : 원강대
 ․전국고교문예작품현상공모 : 아주대
 ․전국고교생문예현상공모 : 경희대
 ․전국고교생문예작품현상공모 :  대구대
 ․전국 남․녀고교생문예작품현상모집 : 단국대 
 ․전국고교생백일장대회 : 목포대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 : 한국문인협회
 ․개천예술제전국학생백일장 : 개천예술재단
 ․전국고교생문예백일장 : 중앙대
 ․전국고교생문예백일장 : 창원대
 ․신라문화제전국학생백일장 : 경주문인협회
 ․한마백일장 : 경남대
 ․3.15의거기념전국백일장 : 마산문인협회

학생부성적 40

수상실적 50

면접 10

어학특기자(
영어,일어,중

국어)

영어특기자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영어 분야에서 전국규모 또는 4년제 대학 및 시․
도단위 대회에서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
위 이내 개인입상자
 -TOEFL CBT 173(IBT 성적은 주관사의 환산점수 
적용)․TOEIC 700점․TEPS 600점 이상 취득자(수시
모집 원서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
만 인정)
② 인정대회 주최기관명
 -전국고등학생 외국어(영어)학력 경시대회 : 교육
과학기술부
 -대학 및 시․도단위 주관 외국어(영어) 경시대회 : 
4년제 대학, 시․도교육청

학생부성적 40

수상실적 5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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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일어특기자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 일어 분야에서 전국규모 또는 대학 및 시․도단위 
대회에서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개인입상자
- JPT 700점․일본어능력시험 1급 이상인 자
② 인정대회 주최기관명
- 전국고등학생 외국어(일어)학력 경시대회 : 교육
과학기술부
- 대학 및 도단위 주관 외국어(일어) 경시대회 : 4
년제 대학, 시․도교육청

중국어특기자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 舊 HSK 6급 이상인자, 新 5급 180점 이상인자
(수시모집 원서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
② 주최기관명 : 중국한어수평고사위원회

창원대 수시

작곡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 고교 재학중 작곡 분야에서 전국규모 또는 4년제 
대학 및 시․도단위 대회에서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개인입상자

학생부성적 40

수상실적 50

면접 10

체육학과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 고교 재학중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 또
는 전국적 규모의 대회 입상자로 수상의 명칭에 관
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8위이내 입
상자. 다만 탁구(여), 사이클, 카누, 육상, 양궁, 볼
링에 응시하는 자는 3위(경기규정상 인정하는 공동
3위 입상자포함)이내 입상자. 권위 있는 국제적 규
모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후의 실적도 가능
② 인정대회 및 주최기관명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 또는 “대한체육회 
및 가맹단체주최” 전국규모의 대회

학생부성적 40

수상실적 50

면접 10

컴퓨터ㆍ정보
통신공학과

⑴ 자격인정 기준
① 인정범위
-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제대회 참가자 또는 전국
규모대회 입상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
사, 정보통신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무선통신(설
비)기능사, 정보통신기능사 자격증소지자
인정대회 및주최기관․단체
국제과학올림피아드(정보분야)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 행정안전부
컴퓨터 경진대회 : 시․도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국제기
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학생부성적 40

수상실적 50

면접 10

충남대 수시

이공계분야

- 수학, 과학 국제올림피아드 참가자
- 수학, 과학 국내(전국규모) 올림피아드 입상자
- 모집단위별 올림피아드 인정 종목 : 본교 주요사
항 및 모집요강 참조

수리(가), 외국어,과탐 
3개영역 등급합이 본교 
지정 최저학력기준 이
내

-1단계 : 

 교과성적 100

-2단계 : 

 학생부 80

 면접고사 20

무용특기자 추후 확정
학생부 50

실기고사 50

외국어분야

 - 영  어 : TOEFL(PBT) 637점 이상, 
TOEFL(CBT) 270점 이상, TOEFL(IBT) 110점 이상, 
TOEIC 925점 이상,  TEPS 870점 이상
 - 독일어 : ZD 합격자
 - 불  어 : DELF A2(신.구 DELF 공히) 이상
 - 중국어 : 新 HSK 6급 이상, 舊 HSK 8급 이상
 - 일본어 : JLPT 1급 이상(신JLPT N1 포함), JPT 
750점 이상
 - 한  자 :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
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국외국어평가원' 주관 전국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언어,수리(나), 외국어,
사탐 4개영역 등급합이 
20등급 이내

-1단계 : 

 교과성적 100

-2단계 : 

 학생부 80

 면접고사 20

체육특기자 추후 확정
학생부 50

실적심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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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칭,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충북대 정시(가) 체육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아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본교에서 지정하는 권
위있는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고교 재학
중 개인전 6위(단체전4강) 이내에 입상한 자
 - 단. 세부종목별 지원자격이 설정되어 있는 종목
은 별도 설정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교과: 20

수능: 40

실기: 20

특기: 20

충주대 수시2차
(음악, 

스포츠) 
특기자

-음악 : 전국단위 음악콩쿨대회 3위이내 입상자
-스포츠 : 
 1. 테니스,택견,검도 : 최근3년이내 전국단위대회 
3위이내입상자
 2. 골프 : KPGA,KLPGA(프로,세미프로), 최근3년
이내 전국규모단위 개인전 10위이내 입상자

실기30

경기실적70

한경대 수시

문학 특기자

중앙행정기관(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최 문학 경
시대회 입상자,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 가작 이상, 
본 대학 주최 문예백일장 입상자 및 다음 문학지에 
추천 완료자(현대문학, 문학사상, 문예중앙, 문학동
네, 동서문학, 문학정신, 시문학, 심상, 현대시, 현
대시학, 현대수필, 시와시인, 시와시학, 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월간에세이, 현대시사상, 작가세계, 월
간문학, 세계의문학, 문학과비평, 수필문학, 아동문
예, 한국연극, 문학과창작, 시와반시, 시안, 다층, 
21세기문학)

학생부 6등급
학생부 92.3

특기점수 7.7

요리 특기자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주최 
지방 기능경기대회 이상 또는 (사)한국조리사회중앙
회 및 (사)한국음식관광협회 주최 한국(서울)국제요
리 경연대회 입상자

학생부 6등급
학생부 92.3

특기점수 7.7

영어 특기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EIC 800점 이상, TOEFL CBT 240점 이상, 
TOEFL IBT 94점 이상,TEPS 689점 이상

학생부 6등급
학생부 50

특기점수 50

체육 특기자
대한체육회 또는 산하 연맹에서 주관(인정)하는 전
국규모(국제) 대회에서 3위이내(공동수상 포함)의 
수상실적이 있는 자(※ 남자 정구에 한함)

학생부 25

특기점수 75

컴퓨터 
특기자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주최 
지방 기능경기대회 이상 또는 중앙행정기관(또는 광
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일간지 주최 컴퓨터 분야 
경시대회 입상자

학생부 6등급
학생부 92.3

특기점수 7.7

한  국
체육대

수시 체육

각1호에 해당자
1. 국가대표선수(1개월이상의 경력)
2. 고등학교 재학중 권이있는 국제규모대회 3위이
내 입상자
3. 대학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규모대회와 전국 체
육고등학교대회에서 2위이상 입상한 성적이 있거나, 
3위이내 2회이상 입상자. 단,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의 실적은 현재 국가대표선수이거나 국제규모대회
입상자에 한함.

학생부 10

경기입상실적 90

정시(가) 체육

각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대표선수(1개월이상의 경력)
2. 고등학교 재학중 권위있는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참가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전국 규모대회 
또는 전국 체육고등학교대회 3위이내 입상자(단, 고
교졸업후 실적은 권위있는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및 
현 국가대표선수만 인정)
3. 국가대표후보선수(골프:국가대표 상비군도인정)
4. 중앙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선수(핸드볼, 하키
만 인정함)

학생부 10

경기입상실적 90

한  국
해양대

수시 체육특기자

① 고교재학 중 선발종목의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대표 또는 각각의 후보로 선발되었던 자
② 우리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고교재
학 중 2009년 3월 1일 이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3위 이내 입상자

실기 30

입상실적 6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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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야대 수시1차

조리과정
자격증 

3이상소지자

1.고교졸업(예정)자
2.본교에서 별도로 인정하는각종 조리과정 자격증 소
지자(3개이상).

학생부 50

입상실적(자격증) 40

면접 10

체육특기자
전형

1.고교졸업(예정)자
2.본교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대회수상및 유단자 자격
증(3단이상)

학생부 50

입상실적(자격증) 40

면접 10

강남대 수시1차

회화․디자인
특기자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 포
함)로서 2009년 3월 1일 이후 실시한 아래의 대회에
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①4년제 정규대학에서 주최한 전국 미술ㆍ디자인 실
기대회(한국화, 수채화, 유화, 판화, 소묘, 정밀묘사, 
디자인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부터 3위 이내 이며, 
전체 참가자 수 대비 상위 5% 이내인 자
 ②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지방ㆍ전국ㆍ국제기능경기
대회(웹디자인, 장식미술, 도자기, 그래픽디자인, 애
니메이션, 제품디자인 직종)에서 3위(동메달) 이상 수
상자. 단, 국제대회는 우수상(산업포장) 이상 수상자
 ③ 한국디자인 진흥원 주최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고등학교부/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멀
티미디어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부문)에서 
동상 이상 수상자
 ④ 4년제 정규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물
레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자이며, 전체 참가자수 대
비 상위 5%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사격-여자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의 합계가 300점 이상인 자. 단, 여자 권총과 소총종
목에 한함

1.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1~3위 이내 
개인 입상자
 <경기실적 인정대회>
  ①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주최 : 대한사격연맹)
  ②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주최 : 대한사격연맹)
  ③ 경호처(실)장기전국사격대회(주최:대한사격연맹)
  ④ 한화배 전국사격대회(주최 : 대한사격연맹)
  ⑤ 회장기 전국 중ㆍ고 사격대회(주최 : 중고연맹)
  ⑥ 충무기 전국 중ㆍ고 사격대회(주최 : 중고연맹)
  ⑦ 미추홀기 전국중ㆍ고 사격대회(주최 : 중고연맹)
  ⑧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사격대회(주최 : 문화관
광부)
  ⑨ 경찰정장기 전국사격대회(주최 : 경찰청)
  ⑩ 전국체육대회(주최 : 대한체육회)
 <평가기준> 개인 1위 : 100점, 개인 2위 : 80점, 개
인 3위 60점
 단, 2009년 3월 1일 이후 실적에 한함

경기실적 10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체육특기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종  목
⊙ 축  구, 야  구, 농  구
-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8강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동호회 및 생활체육대회 입상자는 제외)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국가상비군․청
소년대표․청소년상비군․고교상비군에 선발된 자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우수선수
- 전국규모 대회의 개인상 수상자
- 단, 축구는 추가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고3 학년 재학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대회
에서 소속팀 총 경기시간의 30 이상을 출전한 자 
(단, 부상으로 인해 고3 학년 재학 중 경기 출전 기
록이 없을 경우 건국대 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진단
서 및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테니스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8강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육  상
전국규모의 대회(중․장거리)에서 6위 이내의 입상실적
이 있는 자
 ※ 단체종목은 입학후 본교 체육부에 소속되어 선수

.
경기실적 50

면접고사 5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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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야구/농구/육상종목 지원자는 고교 3학년 재학 
중 경기실적이 있어야 한다.
 ※ 테니스 종목 지원자는 고교 재학 중 경기실적이 
있어야 한다.
 ※ 졸업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해당 
종목 협회 또는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

건국대
(충주)

수시1차 체육특기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종목: 축구,야구,농구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8강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청소년대표, 청소년상비군, 고교상비군에 선발된 자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우수선수
 -전국규모 대회의 개인상 수상자
 단, 축구는 고3 학년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총 경기시간의 30%이상을 출전한 자 

종목: 테니스
  전국규모 대회에서 8강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자

종목: 골프
 -‘09.3.1이후 대한골프협회가 인정하는 세계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건국대 총장배 포함)에서 개인전 6위 
이내의 입상자( 단, 단체전 및 시·도 대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국가대표 및 상비군     - PGA(정회원)

-축구,야구,농구,테 

 니스 

경기실적 50

면접 50

-골프

경기실적 70

면접 30

건동대
수시1차
수시2차

체육

1. 배구(남, 여)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협
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서 8강 이
내 입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2. 축구(남)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협회)에서 주최
(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 출전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U리그에 출전한 자
 3. 태권도(남, 여)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이내의 본 대학이 규정하는 
국제규모대회, 전국규모대회, 시ㆍ도단위의 태권도 겨
루기 및 품새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태권도협회 공인 3단 이상 
 4. 씨름(남)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협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서 32강 
이내 입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5. 볼링(남, 여)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협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서 32강 
이내 입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6. 골프(남, 여)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협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서 32강 
이내 입상한 자
 -KPGA,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세미)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7. 육상(남, 여)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협
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서 종목별 
결승진출자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도민체전입상자  
8. 레슬링(남, 여) 특기자 중 아래 해당자
 -2011년 ~ 2009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협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이상에서 32강 
이내 입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 시ㆍ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 도민체전입상자

입상실적 83

면접성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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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건양대 수시

어학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아
래에 
학과별로 자격이 충족하는자

 - 중국언어문화학과
 ․ 중국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관광통역안내원 국가고사 합격자
 ․ HSK 3급 이상인자(3~11급),CPT 350점 이상
 ․ 또는, 한국어문회[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교
육진흥회[한자자격시험] : 5급 및 한국외국어 평가원
[실용한자]:5급 및 대한검정회[한자급수자격시험] : 
4급이상인자

 - 일본언어문화학과
 ․ 일본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또는, JLPT N4 이상(N1~N4)
 ․ 또는, JPT/NIKKEN 400점 이상인자
 ․ 또는, 한국어문회[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교
육진흥회[한자자격시험] : 5급 및 한국외국어 평가원
[실용한자]:준5급 및 대한검정회[한자급수자격시
험]:4급이상인 자 및 대한검정회[한자급수자격시험] 
: 4급이상인자
  
 - 관광학과
 ․ 영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관광통역안내사 국가고사 합격자
 ․ TC자격증소지자
 ․ TOEIC 500점 이상자
 ․ 중국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관광통역안내원 국가고사 합격자
 ․ HSK 3급 이상인자(3~11급),CPT 350점 이상
 ․ 한국어문회[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교육진흥
회[한자자격시험] : 5급 및 한국외국어 평가원[실용
한자]:5급
및 대한검정회[한자급수자격시험] : 4급이상인자
 ․ 일본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JLPT 3급 이상(1~3급)
 ․ JLPT N4 이상(N1~N4)
 ․또는, JPT/NIKKEN 400점 이상인자
(추후 변경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바
랍니다.)

일본언어문화학과

1단계(500)

특기실적 100

2단계(100)

특기실적 70

면접 30

중국언어문화학과

1단계(400)

특기실적 100

2단계(100)

특기실적 80

면접 20

의상.미용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아
래에 자격이 충족하는자

- 의료뷰티학과
 ․ 뷰티관련 경기대회 입상자
 ․ 또는, 뷰티관련 국가 자격증 1개 이상자
 ․ 또는, 뷰티관련 민간자격증 1개 이상자
 ․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자
 ․ 또는, TOEIC 500점 이상자
 ․ 또는, 봉사관련 수상실적 봉사자
  (추후 변경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
바랍니다.)

특기실적 80

면접 20 

체육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아
래에 충족하는자

- 스포츠복지학과
 ․ 구기운동, 라켓운동, 수영, 피트니스운동 4개 종목 
수상실적이 있는 자.
(추후 변경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바
랍니다.)

학생부 30

수상실적 40

면접 30

컴퓨터
정보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아
래에 자격이 충족하는자
-정보보호학과
 ․ 해킹 경시대회 입상자
 ․ 전산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전산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2급 소지자
 ․ TOEIC 500점 이상자
 ․ 영어, 일본어, 중국어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추후 변경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모집요강을 참고바
랍니다.)

특기실적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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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기대
(서울,수원)

수시1차 체육특기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체육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로서
가. 유도(남,여), 씨름(남), 탁구(남), 조정(여) 종목은 
 본교에서 인정한 대회에서 개인 3위 및 단체 4강 이 
 내 입상자
나. 배구(남)종목 지원자는 본교에서 인정한 전국규모 
 의 대회에서 8강 이내 입상팀 선수
다. 축구종목 지원자는 아래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본교에서 인정한 전국규모의 대회 8강 이내 입상 
  한 자로서 소속팀 경기에 240분 이상 출전한 자
 2) 2011학년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대회에 
 서 권역별 리그 전반기 순위 3위 이내 입상자 (단, 
 챌린지리그는 2위 이내로 제한)로서 소속팀 경기에 
 서 60 이상의 출전시간을 기록한 자
 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인정하 
 는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유스대표 및 상비군, 후 
 보선수 포함
마. 지원자의 수상실적은 공히 2009년 3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 사이의 입상실적(단, 축구 고교리 
 그 대회 출전 성적은 20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의 입상실적)에 포함

경기실적 80

면접 20

경남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교과
정 재학 중 전국·국제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졸업자
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
는 자(검정고시 출신자의 고교과정 재학기간은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기간만 인정함).
- 개인종목 :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이거나 대
한체육회 또는 해당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단체종목(야구)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
하는 자
  ①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또는 청소년대표
  ② 전국대회 16강 이내 입상자
  ③ 개인 성적이 우수한 자(지원연도 기준 : 타율 
2.0 이상, 방어율 7.0이하)

경기실적 70

면접고사 30

경동대 수시1차 태권도

본 대학의 스포츠마케팅학과 지원 희망자로서 특기자 
심사년도가 2009년 3월 ~ 2011년 8월 기간에 전국
규모대회 8위 이내의 개인 또는 단체 입상실적이 있
는 자.

학생부 50

수상실적 50

경    북
외국어대

수시1차

어학

영어 
 -TOEFL IBT 75점 이상 득점자 
 -TOEIC 700점 이상 득점자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3개년 이내에 권위 
  있는 국내,외경시대회 동상 이상 또는 3위 이내 입 
  상자  
 -영어권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영어 
  성적이 GPA 3.5(4.5만점)이상인 자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신HSK 4급 이상 득 
  점자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3개년 이내에 권위 
  있는  국내,외경시대회 동상 이상 또는 3위 이내 
  입상자 
 -중국어권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중국어성적이 GPA 3.5(4.5만점)이상인 자

일본어
 -JPT 500점이상 혹은 JLPT 2급 이상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3개년 이내에 권위 
  있는 국내,외경시대회 동상 이상 또는 3위 이내 입 
  상자
 -일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일본어성적 
  이 GPA 3.5(4.5만점)이상인 자
※ 시험성적은 제출시점(서류제출마지막일) 만2년 내
의 성적만 인정

서류 60

면접 40

체육
․ 2011학년도 기준으로 고교3개년 이내에 권위 있는 
국내․외 대회 3위 이내 (단체전8강, 개인전 4강)입상
자 또는 시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선발된 자

서류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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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    북
외국어대

수시2차

어학

영어 
 -TOEFL IBT 75점 이상 득점자 
 -TOEIC 700점 이상 득점자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3개년 이내에 권위있는 국 
  내,외경시대회 동상 이상 또는 3위 이내 입상자  
 -영어권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영어 
  성적이 GPA 3.5(4.5만점)이상인 자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신HSK 4급 이상 득 점자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3개년 이내에 권위있는 국 
  내,외경시대회 동상 이상 또는 3위 이내 입상자 
 -중국어권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중국어성적이 GPA 3.5(4.5만점)이상인 자
일본어
 -JPT 500점이상 혹은 JLPT 2급 이상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3개년 이내에 권위있는 국 
  내,외경시대회 동상 이상 또는 3위 이내 입상자
 -일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 일본어성적 
  이 GPA 3.5(4.5만점)이상인 자
※ 시험성적은 제출시점(서류제출마지막일) 만2년 내
의 성적만 인정

서류 60

면접 40

체육
2011학년도 기준으로 고교3개년 이내에 권위 있는 
국내․외 대회 3위 이내 (단체전8강, 개인전 4강)입상
자 또는 시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 선발된 자

서류 60

면접 40

경성대 수시1차

무용특기자 무용관련 대회입상자
입상실적 70

면접30

문학특기자 문학관련 대회입상자
입상실적 70

면접30

조리특기자 조리자격증 소지자
입상실적 70

면접30

체육특기자 체육관련 대회입상자
입상실적 70

면접30

경일대 수시
특기자(입학

사정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교가 인
정하는 광역시 이상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1단계:서류100(5

배수)

-2단계

1단계성적50

면접50

경희대
(국제)

수시1차

도예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본교에서 인정하는 아래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
는 자
3. 입상실적은 다음 조건(가~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개인상
  나. 고등학교 재학 중의 실적
  다.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인정대회명>
- 관련학과가 설치된 2년제와 4년제 대학이 주최한 
신뢰성 있는 조형실기대회 및 공모전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
대회(도예부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회 또는 공모전(도예 또는 공예부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혹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또는 공모전(도예 또는 공예부문)

특기재평가 70

학생부 30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본교에서 인정하는 아래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
는 자
3. 입상실적은 다음 조건(가~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개인상
  나. 고등학교 재학 중의 실적
  다.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인정대회명>
- 중앙일간지 및 방송3사(KBS, MBC, SBS)의 본사
가 주관한 대회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주최한 신뢰성 있는 대회
 -정부기관(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 
  는 전국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최 기능경기대회(전국대회 
  또는 도 대회 이상)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자

특기재평가 70

학생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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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희대
(국제)

수시1차

외국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2010년 1월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아래 
중 하나의 공식적인 성적을 취득(공인성적표를 소지
한 것을 의미함)한 자
 -TOEFL : IBT 100점 이상인 자
 -TOEIC : 900점 이상인 자(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됨)
 -TEPS : 800점 이상인 자

-1단계(300내외)

외국어성적 100

-2단계(100)

1단계성적 60

면접 40

연극영화

국내 소재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상업 및 공공극장 또는 예능계 고교에서 연극 및 
뮤지컬 공연의 기술 및 창작 스텝으로 주요 활동을 
한 자(연극 및 뮤지컬 연출, 음악감독, 안무, 무대감
독, 기술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의상 및 분장디자
이너 등)
2. 상업영화의 제작, 기술 및 창작부문에서 주요 스
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화제작, 영화연출, 촬
영, 편집, 조명, 시나리오 등)
3. 국내·외 연극, 뮤지컬, TV, 영화분야 시상에서 개
인상, 주조연상, 신인상 혹은 이에 준하는 수상 경력
이 있는 자(청소년 대상의 시상도 포함)
4.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방송연
기자협회, 한국저작권협회회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TV, 영화 매체에서 주조연급 연기자 및 이에 준하는 
주요 연예장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실적및경력심사 80

학생부 20

체육

국내 소재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2~3년 이내의 기간
(2009.1~2011.원서접수마감일까지. 종목에 따라 경
력 인정 연도가 다름)에 권위있는 국제 규모의 대회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거나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연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
는 자로서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경기실적 80

면접 10

학생부 10

경희대
(서울)

수시1차

문학
(시,소설)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아래의 인정대회에서 해당 특기분
야 실적으로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이내의 
입상실적이 있어야 하며 입상실적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의 실적만을 인정함
(단, 대상을 1개분야 1인에게 수여하는 경우 대상을 
받은 특기분야의 순위는 4위까지 지원가능함)

학생부 20

수상실적평가 40

특기재평가 40

미술
(한국화, 

회화, 조소)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아래의 인정대회에서 해당 특기분
야 실적으로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이내의 
입상실적이 있어야 하며 입상실적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의 실적만을 인정함
(단, 대상을 1개분야 1인에게 수여하는 경우 대상을 
받은 특기분야의 순위는 4위까지 지원가능함)

학생부 20

수상실적평가 40

특기재평가 40

음악
(피아노)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아래의 인정대회에서 피아노분야 
실적으로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의 입
상실적이 있는자. 단, 입상실적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만을 인정하며, 고등
학교 재학 중의 실적에 한하고 개인상을 원칙으로 
함.

-1단계(500)

수상실적 평가 100

-2단계(100)

1단계 성적 60

특기재평가 40

계명대 수시

무용특기자
고교 입학 후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무용관련대
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 대상 : 무용학과

실기 80

서류심사 20

문학특기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교가 인정하는 국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또는 특수재능 보유자(문학 단행본
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자)
☞ 대상 : 인문대학(문예창작학과)

학생부 50

면접 20

서류심사 30

체육특기자

고교입학 후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단, 야구는 16강 이내 입상한 자
* 빙상 종목의 단체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유도, 테니스는 남자부 선수만 지원 가능
* 육상은 남자부 중장거리 선수만 지원 가능

실기 80

서류심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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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계명대 수시 IT특기자

■ 경영정보학과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Microsoft Certification 취득자
- 국제정보올림피아드위원회 주최 국제정보올림피아
드대회 입상자
- 행정안전부 주최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전국) 입
상자
- 정보통신부 주최 전국 컴퓨터창의성대회 입상자
- 광역시 이상 행정기관 주최 컴퓨터 및 정보분야 경
진대회 및공모전 입상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실시) 자격증 취득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산
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게
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대한상공회의소 :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전자상
거래운용사

면접고사 100

고려대
(서울)

수시2차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교 과정 
재학 중 전국ㆍ국제 규모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
력을 발휘한 단체종목 선수 중 국가대표,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대표, 전국대회 16강 이상, 각 종목 협
회에서 주최하는 고교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숫
자의 30이상을 출전한 자

해당사항 

-1단계

서류 60

학교생활기록부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고려대
(세종)

수시1차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국ㆍ국
제 규모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선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개인종목: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공인된 국제대회(프로대회 포
함) 입상자(1,2,3위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교

과) 40

서류(특기) 6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고신대 수시2차

음악
실기우수자 

고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실기점수 평균 50점 이
상/100점 만점 기준

실기 100

체육
실기우수자 

고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실기점수 평균 50점 이
상/100점 만점 기준

실기 100

관동대 수시4차
체육특기자

전형

▶ 개인경기종목으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아래와 같
이 입상한 자
 ① 2011년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1위나 2위 또는 
3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② 2010년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1위 또는 2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거나, 3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실적
이 있는 자
 ③ 2009년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실
적이 있거나, 2위에 2회 이상 또는 3위에 3회 이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④ 권위 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대한체육회 공인) 
입상자

▶ 단체경기(축구 및 기타 구기종목)에서 아래와 같
이 입상한 자
 ① 고교 재학 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권역별 리그대
회의 순위 4위 이내 또는 왕중왕전 32강에 진출한 
팀의 선수
 ② 고교 재학 중 전국규모 대회 성적이 8강에 진출
한 팀의 선수 
 ③ 각 경기단체나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
표 및 청소년대표 또는 고교 상비군의 선수로 선발된 
자
 ④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재미교포 및 해외 거주자 중 권위 있
는 공식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입상실적이 있는 
선수

-개인경기 : 

입상실적 70

면접 30

-단체경기 : 

입상실적 60

면접 40

광운대 수시1차 로봇특기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졸업예
정자 중 로봇제작관련 분야의 능력보유자로 고교 재
학기간내 아래 대회에서 입학(장려상 이상)한 자
* 다수대회 입상자인 경우 최상위 입상실적 하나만 
인정

면접및구술고사 50

학생부 30

서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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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광운대 수시1차

글로벌리더
(영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
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점수를 받은 자
  * TOEFL(IBT) 86점 이상 (CBT 227점 이상) 
  * TOEIC 800점 이상    * TEPS 722점 이상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이어야 함.

-1단계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20

면접및구술고사 80

글로벌리더
(일본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
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점수를 받은 자
 * JPT 750점 이상     * 신JLPT N1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최근 2년 
이내’이어야 함.

-1단계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20

면접및구술고사 80

글로벌리더
(중국어)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
정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다음의 점수를 
받은 자
     * 신HSK 5급 195점 이상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최근 2
년 이내’이어야 함.

-1단계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20

면접및구술고사 80

체육특기자
(축구)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고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대회 8강 이상 진출한 
팀에 소속된 자
   ※ 인정대회
 -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전국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백록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 전국체육대회
 -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 기타 대한축구협회 또는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주
최 전국 규모 대회
  ․ 국제규모대회 선수로 선발된 자(국가대표, 국가상
비군, 청소년대표, 고교상비군)
  ․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 대회(챌린지리그포
함)에서 소속팀 경기 숫자의 30 
 이상 출전한 자

경기실적 60

면접및구술고사 40

광주대

수시1차

문학

-고등학교 입학 후 공공기관,언론기관,4년제대학 등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문예백일장, 문예작품(시,시조,소설,꽁트,수필,평론,논
술,희곡,동화,동시 등) 현상공모, 창작문학대회 입상자
- 문단에 등단한 사람(졸업년도 제한 )

학생부 20

면접 20

입상성적 60

미술

-고등학교 입학 후 공공기관, 언론기관, 4년제 대학 
등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주최
한 미술분야(서양화,동양화,서예,조소,구성,목공예,금
속공예,디자인,인테리어가구,의상․패션디자인,사진,영
상 등) 실기대회,기능경기대회 등 공모전 입상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졸업년도 제한 )

학생부 20

면접 20

입상성적 60

수시2차

피아노,관현
악,성악,실용

음악보컬

-고등학교 입학 후 공공기관,언론기관,4년제대학 등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음악콩클대회(피아노,관현악,성악,실용음악보컬부문) 
입상자

학생부 20

면접 20

입상성적 60

체육
-고등학교 입학 후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연맹
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서 6위이내 입상자 및 국민
생활체육협의회 주최 각종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학생부 20

면접 20

입상성적 60

광  주
여자대

수시1차 영어 공인영어성적 토익 750점 이상자
학생부 70

면접 30

그리스도대 수시 어학특기자

(2010.3~2011.9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영어전공 : TOEFL PBT 500점이상 또는 IBT 61점이
상, TOEIC 650점 이상 취득한 자
중국어전공 : HSK 5급이상 합격자(신HSK4급이상)

어학성적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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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극동대 수시2차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지
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종목 : 농구(여)]
-본교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대회 및 입상경력이 있는자

학생부 20

면  접 20

서  류 60

금강대 수시 어학 특기자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필기평가 567점(iBT 
87점) 이상 또는 텝스 760점 이상인 자.
-(구)HSK 7급 300점 이상 또는 (신)HSK 5급 195점 
+ 회화 중급 이상인 자.  단, (신)HSK 성적 제출자는 
HSK회화 중급/고급 성적증명서 별도 제출.
-JPT 715점 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1급 280점 
이상 또는 (신)일본어능력시험 N1 취득자.

수능 언어, 외국어, 수
리영역 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

- 학생부 : 30

- 면  접 : 20

- 어학성적 : 50

단국대
(죽전)

수시1차

미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학
에서 인정하는 미술 관련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대
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국제 또는 국내대회 기
준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5배수)

실적100

-2단계(100)

학생부50

실적50

영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학
에서 인정하는 국제 또는 국내 언어시험 기준 성적 
이상인 자<언어시험 기준성적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5배수)

실적100

-2단계(100)

실적50

면접50

<국제학부>(100)

면접40

실적60

일본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학
에서 인정하는 국제 또는 국내 언어시험 기준 성적 
이상인 자<언어시험 기준성적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5배수)

실적100

-2단계(100)

실적50

면접50

중국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학
에서 인정하는 국제 또는 국내 언어시험 기준 성적 
이상인 자<언어시험 기준성적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5배수)

실적100

-2단계(100)

실적50

면접50

체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단체 또는 
개인종목의 실적이 우리 대학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체 및 개인종목 실적기준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실적 50

면접 50

한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학
에서 인정하는 자격(급수)증을 소지한 자<자격(급수)
증 기준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5배수)

학생부40

실적60

-2단계(100)

1단계성적50

면접50

단국대
(천안)

수시1차

어학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에서 
인정하는 언어시험 기준성적 이상인 자

실적40

적성고사60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우리 대가 인
정하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서 단체 또는 개인종목의 실적 및 경기출전기록 확인
서 제출 가능자

면접50

실적50

대    구
가톨릭대

수시

무용

고교입학 후 아래 대회 및 콩쿠르에서 입상한 자
- 4년제 대학주최 대회, 동아콩쿠르, 전주대사습 콩
쿠르
- 사단법인 발레협회,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사단
법인 현대무용협회주최 대회
- 사단법인 무용협회주최 대회(각 광역시·도 후원)

실기고사 60

입상실적 40

체육 고교입학 후 전국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면접고사 60

입상실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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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구대 수시 체육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
교가 육성하는 체육종목 중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단, 단체종목 입상자는 실제로 해당 순
위 이내 경기에 출전한 자만 인정하며, 외국의 고등
학교과정 이수자는 지원불가)
-2010~2011년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협회, 
회) 주최(관)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자(단, 
육상 종목 중 단축마라톤 및 트랙5,000m, 10,000m
는 6위 이내), 역전경주 및 구간마라톤 2위 이내
-2009~2011년도 국가대표, 국가대표후보(상비군), 청
소년대표, 고교상비군, 전국체육대회 시도 대표, 아시
아 학생선수권대회 대표선수(축구 종목)에 선발된 자
-2010년도 전국규모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2011년
도 대한축구협회 전국규모 고교 대회에서 16강 이내 입
상한 자로서 소속팀 총 경기시간의 50% 이상 출전한 자
-2011년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대회 권역별 
리그 5위 이내 입상한 자로서 소속팀 총 경기시간의 
50% 이상 출전한 자 (권역별 리그 순위는 2011년 8
월 31일 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 20

입상실적 80

대  구
한의대

수시 골프특기자
대학에서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소정의 자격을 갖춘 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20

면접 20

기타 60

대불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검정고시출신자 포함)로서 최
근 3년 이내 전국규모대회 및 시ㆍ도교육감대회에서 
입상한 자.
 -. 개인경기 : 5위 이내자
 -. 단체경기 : 종목 우수 선수
○종목 : 야구,씨름,축구,바둑,태권도,유도,특공무술
(합기도,공수도),검도,사격,골프

학생부 50

경기실적 50

대전대 수시1차

입상실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일반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의예과 : 국내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2008년 2월(포함) 이후 국내고굣 졸업자 또는 2012
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한의예과 : 수능 2개영
역이 각각 1등급 이내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정구, 펜싱, 
검도, 복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대진대 수시

한국무용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
시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로서 최근6년(원서접수일 기준)이내에 
아래 자격조건을 갖춘자[단, 고교입학(검정고시합격
일) 이후의 기간만 인정]
ㅇ전국 규모의 무용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

면접 50

서류심사 50

문예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졸업예정자, 검정고
시합격자로  최근6년(원서접수일 기준)이내에 아래 
자격조건을 갖춘자[단, 고교입학(검정고시합격일) 이
후의 기간만 인정]
순수문학단체, 문예지, 언론기관, 대학 등에서 주최한 
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면접 30

서류심사 70

수학,과학,
발명,컴퓨터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
시합격자로서 최근3년(원서접수일 기준)이내에 아래 
자격조건을 갖춘자[단, 고교입학(검정고시합격일) 이
후의 기간만 인정]
ㅇ전국 규모 경시대회 입상자 또는 광역시,도 지역예
선에서 입상한 자
ㅇ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면접 30

서류심사 70

외국어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
시합격자로서 다음의 외국어능력인증시험 성적을 제
출가능한 자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
까지 성적만 인정)
-영어: TOEFL IBT 73점(CBT 200점), TOEIC 650점, 
TEPS 521점 이상 
-일어: JPT 600점, JLPT 2급(신 JLPT N2) 이상 
-중국어 : 신HSK 5급 180점 이상(구HSK 6급)

면접 30

서류심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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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진대 수시

연극영화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
시합격자로서 최근6년(원서접수일 기준)이내에 아래 
자격조건을 갖춘자[단, 고교입학(검정고시합격일) 이
후의 기간만 인정]
o전국 규모의 공인된 연극(뮤지컬 포함), 영화, TV 
또는 기타 매체에서 연기, 연출, 스태프분야 수상자
(단, 청소년대상 연극제에서는 개인연기상만 인정) 
ο 연극(뮤지컬 포함), 영화, TV 또는 기타 광고매체
(CF 포함)에서 조연급 이상 연기, 연출, 스태프, 가수 
활동 경력자 
o 각종 연기콘테스트, 미스코리아와 슈퍼엘리트 모델 
선발대회 또는 같은 유형의 전국 규모 선발대회 입상자

면접 50

서류심사 50

여자
배드민턴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배드
민턴협회 여자선수 등록자(협회동의서를 득한자)로서 
최근 3년(원서접수일 기준)이내에 아래 자격조건을 
갖춘자(단, 고교입학 이후의 기간만 인정)
ㅇ개인전 기준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ㅇ단체전 기준 전국대회 8강 이내 입상자
ㅇ전.현 주니어,청소년,시니어 국가대표 선수
ㅇ전,현 국가대표 상비군 및 후보선수
ㅇ현 고교 우수선수로 추천된 자(지역고교선수 우대)

면접20

서류심사 80

덕  성
여자대

수시1차
글로벌

파트너쉽

[공통 지원자격]전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공인어학 점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2011년 2월 국내 고교 졸업, 2012년 2월 국내 
고교 졸업 예정인 여자(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
부를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국내 정
규 고교 졸업(예정)자여야 함)
 ▷ 2010~2011년 국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여자

(1) 영어특기자(스페인어과, 독어독문학과 제외)
[공인영어점수 기준] 
TOEFL(IBT) 80점/ TOEIC 750점/ TEPS 651점
 
(2) 독일어 특기자(독어독문학과)
- Zertifikat Deutsch: gut이상, FLEX: 800(2A등급 
중)이상, SNULT:71(2+)이상

(3) 스페인어 특기자(스페인어과)
- DELE 레벨 B1 이상자

(1) 영어 특기자

-1단계(4배수 선발)

공인영어점수 100

-2단계(1배수 선발)

공 인 영 어 점 수 

81.48

영어면접 18.52

(2) 독일어 특기자

-1단계(4배수 선발)

공인독어점수 100

-2단계(1배수 선발)

공인독어점수 80

면접 20

(3)스페인어 특기자

-1단계(4배수 선발)

 공인스페인어점수 

100

-2단계(1배수 선발)

공인스페인어점수 80

스페인어면접 20

동국대
(경주)

수시1차

문학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기간에 본교 
입상인정범위(대회)에서 1위~3위 이내의 개인 입상자

학생부 30

수상경력 70

음악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기간에 본교 
입상인정범위(대회)에서 부문별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의 개인 입상자(단, 농악부문은 개
인입상으로 간주함)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및 이수자, 지방무형문화재 이수자

학생부 30

수상경력 70

체육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기간에 국내 
및 국제대회에 참가(출전자에 한함)하여 개인 또는 
단체종목에서 1~3위 입상자

학생부 30

수상경력 70

동국대
(서울)

수시2차

연기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극, 
영화, 방송관련 출연경력 또는 수상경력 등이 있는 자 

학생부 30

실기 50

연기실적 20

체육

● 야구 / 축구 / 농구(남자에 한함)
 : 국내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2010년도 각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 자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8강 이내 입상한 
단체(학교)의 선수로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자
● 골프(남,여 구분)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국가대표(국가상비
군 포함)로 선발된자, 프로자격자, 대한 골프협회가 
인정하는 2009-2011년도 전국규모대회 개인 3위 이
내 또는 국제대회에서 개인 5위 이내 입상한 자

학생부 30

일반면접 30

경기실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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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  덕
여자대

수시1차

문학,역사
,어학특기자

문학, 한국사,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
어(모집요강 참조)

외국어 영역, 언어영역, 
수리(가/나), 사탐/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4등
급 이내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한국사 : 학생부 

50, 면접 50)

예체능계열
특기자

체육학과[댄스스포츠, 에어로빅스, 기타스포츠], 모델
과, 방송연예과(모집요강 참조)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학생부 20

 실기 80

동신대 수시2차

미술

-전국규모 대회 및 각종 공모전에서 개인 또는 단체
로  수상한 자 
-예능계열 동일 직종 종사자
-해당 특기분야 교사가 추천한 자 

입상실적 80

면접 20

연기, 
영상, 방송

-전국규모 대회 및 각종 공모전에서 개인 또는 단체
로  수상한 자 
-예능계열 동일 직종 종사자
-해당 특기분야 교사가 추천한 자

입상실적 80

면접 20

음악
-전국규모 대회 개인 또는 단체로  수상한 자 
-예능계열 동일 직종 종사자
-해당 특기분야 교사가 추천한 자 

입상실적 80

면접 20

체육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고교재학 
중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특기 분야 교사가 추천한 자

입상실적 80

면접 20

동아대 수시1차

예능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지원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회화,공예,조각학과

학생부 30

실기고사 70

。산업디자인,섬유

조형디자인학과

학생부 50

실기고사 50

。음악학과,기악학과

학생부 20

실기고사 80

영어
본교가 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 이
상인 자

수능응시

-1단계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일본어
본교가 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 이
상인 자

수능응시

-1단계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중국어
본교가 정하는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이 기준 점수 이
상인 자

수능응시

-1단계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체육특기자 추후공지
경기실적 60

면접고사 40

동양대 수시2차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등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자
②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광역시/도
규모 이상 개인 및 단체종목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성
적으로 입상한 자
  -전국규모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8위 이내 입상자
  -광역시/도 규모 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4위 이내 
입상자

면접 20

경력및실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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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의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고교 재학 중 국가대표(상비군), 주니어대표, 청소년
대표(상비군), 유소년대표(상비군)의 실적이 있는 자
로서 출신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고교 재학 중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권역별 리그 대회 포
함)에 출전하여 일정 등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나 
출전 실적이 있는 자로서 출신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서류 70

면접 30

루터대 수시1차 영어특기자

ㆍ고교 입학 후 공공기관,언론기관,4년제 대학 등 우
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
ㆍ외국어 공인시험에 응시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다음성적을 취득한자
 -TOEFL: IBT45점 이상, PBT450점 이상, CBT170
점 이상
 -TOEIC: 550점 이상

-TOEFL: IBT45점 이
상, PBT450점 이상, 
CBT170점 이상
 -TOEIC: 550점 이상

영어:70

면접:30

명신대

수시1차 체육

1. 축구, 검도, 태권도, 골프,배드민턴 등의 부분에서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 
또는 고교졸업(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후 3년 이내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경기, 단체경기 종목의 
우수선수
 - 개인경기 : 우수선수-5위 이내자
 - 단체경기 : 종목우수선수(8강 이내 입상한자 또는 
대한체육협회 산하가맹 경기 단체장이 우수선수로 추
천한 자)
 2. 고교 재학생으로서 청소년 대표 또는 고교상비군
으로 선발된 자.
 3.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시간의 30이상 출전한 자
 4. 재학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 규모 고교에서 
16강 이내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

학생부 50

입상성적 50

수시2차 체육

1. 축구, 검도, 태권도, 골프,배드민턴 등의 부분에서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 
또는 고교졸업(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후 3년 이내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경기, 단체경기 종목의 
우수선수
 - 개인경기 : 우수선수-5위 이내자
 - 단체경기 : 종목우수선수(8강 이내 입상한자 또는 
대한체육협회 산하가맹 경기 단체장이 우수선수로 추
천한 자)
 2. 고교 재학생으로서 청소년 대표 또는 고교상비군
으로 선발된 자.
 3.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시간의 30이상 출전한 자
 4. 재학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 규모 고교에서 
16강 이내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

학생부 50

입상성적 50

명지대
(용인)

수시2차

뮤지컬
특기자

우리 대학이 선정한 각종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교과 20

실기 80

바둑특기자

우리 대가 선정한 각종 대회에서 최근 3년간
(2009.3.1 이후) 4강 이내 입상자
한국기원연구생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단, 
지역연구생은 2년 이상의 경력자)
한국기원 프로기사

학생부 교과 20

면접 40

실적평가 40

체육우수자 각 종목 단체(연맹, 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

학생부 교과 20

면접 30

실적평가 50

체육특기자 각 단체(연맹, 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

축구/농구/배구

면접 30

실기 40

실적평가 30

테니스/골프

학생부 교과 10

면접 40

실적평가 50

명지대
(서울)

수시2차 문학특기자
최근 3년간(2009.3.1이후) 전국규모 문예백일장에서 
운문(시,시조), 산문(소설,희곡,시나리오)부문 상위 3
위 이내 입상자, 주요 문예지 등단자

학생부 교과 20

면접 40

실적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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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목원대 수시1차

디자인

- 전국 4년제 대 주최고등학교 미술,디자인,만화ㆍ애
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특선이상)
-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최 전국 고등부 산업디자인전
람회 입상자 (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
상)
- 국제 기능경기대회 1,2,3위 입상자, 
  시각(그래픽디자인), 산업(제품디자인), 섬유ㆍ패션
코디네이션(자수,의상디자인,한복)
- 전국 기능경기대회 1,2,3위 입상자, 단, 도자는 우
수상 입상자 포함 
  시각(그래픽디자인), 산업(제품디자인), 섬유ㆍ패션
코디네이션(자수,의상디자인,한복), 도자(도자기)
- 지방기능경기대회 1,2,3위  및 우수상 입상자 : 도
자(도자기)
 ※ 최근 3년이내 입상실적 (2009-2011)
 ※ 지원자격 : 합산점수 100점 이상

입상실적 100

문학

- 신춘문예 당선자 및 문예 전문지의 추천을 통해 등
단하여 작품 활동 중인 자
- 전국규모 문예창작 백일장(공모전)에서 1,2,3위 입
상한 자
- 전국대학(교) 주관 백일장(공모전)에서 1,2,3위 입
상한 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미술

- 전국 4년제 대 주최 고등학교 미술 실기대회 입상
자 (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고등학교 미술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2009-2011)
 ※ 지원자격:합산점수 100점 이상

입상실적 100

미술

(1) 회화과(한국화,서양화) :
- 전국 4년제 대 주최 고등학교 미술, 만화, 애니메
이션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미술, 만화, 애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2) 조소과 : 
- 전국 4년제 대 주최 고등학교 미술, 만화ㆍ애니메
이션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 국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3위 입상자(석공예)
-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3위 입상자(석공예)
- 지방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3위 입상자(석공예)

(3)만화애니메이션과 : 
- 전국 4년제 대 주최 고등학교 미술, 만화, 애니메
이션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미술, 만화, 애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 (특선이상)
- (사)PISAF 주최 전국 고등학교 만화ㆍ애니메이션 
실기대회 입상자
- 중앙일간지 신문사 주최 만화․애니메이션 국제대회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1,2,3위 입상자(애니메이션부문)

(4) 공통 : 
  ※ 최근 3년이내 입상실적 (2009-2011)
  ※ 지원자격:합산점수 100점 이상

입상실적 100

봉사

- 최근 3년간 사회봉사를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서 선ㆍ효행 및 봉사활동으로 아래의 상을 수상한자
   1. 16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상
   2. 전국 4년제 대 총장상
   3.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상
   4. 자원봉사 관련 민간 단체장상
  ※ 최근 3년이내 (2009-2011)

학생부 20

입상실적 50

봉사시간 30

어학
신학과- TOEIC 800점 이상 (최근 2년 이내 성적)

학생부 20

TOEIC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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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목원대 수시1차

어학 영어교육과-TOEIC 800점 이상(최근 2년 이내 성적)

학생부 20

TOEIC 70

면접 10

영상

- 16개 시ㆍ도청 및 교육청 주최 전국규모 광고 및 
영상 공모 전 입상자
- 전국 4년제 대 주최 전국규모 광고 및 영상 공모
전 입상자
- 전국규모 협회(단체포함), 정부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중앙언론사, 공기업, 광고회사, 100대기업
(2010년기준) 주최 전국규모 광고 및 영상 공모전 입
상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체육

 - 세계규모대회 입상자
 -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 전국규모대회 예선통과자(증명서 제출)
 - 지방규모대회 수상(1-3위)
 - 각 대학(교) 총(학)장배 골프대회 예선통과 이상인 
자(증명서제출)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 프로자격증 소지자 (KPGA, KLPGA, KTPGA, 
SEMI-PRO)

입상실적 60

자격증 40

체육

(유도, 태권도) :
- 전국규모대회 및 지방대회 입상자
- 각 대학(교) 주최 총(학)장배 대회 입상자
- 2단 이상 소지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양궁, 세팍타크로) :
- 전국규모대회 및 지방대회 입상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생활무용) :
- 전국규모대회 및 지방대회 입상자
- 각 대학(교) 주최 총(학)장배 대회 입상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1- (유도, 태권도)

입상실적 80

자격증 20

2- (양궁, 세팍타크

로, 생활무용)

입상실적 100

컴퓨터
정보화

- 세계규모 로봇, 컴퓨터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정부기관주최 전국규모 로봇, 컴퓨터 관련 경진대
회 입상자
-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대학(교) 주최 로봇, 컴퓨
터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학생부 20

입상실적 80

컴퓨터
정보화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입상자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정보 올림피아드 및 전
국규모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정보관련분야)
- 16개 시ㆍ도 교육청 주최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지방기능경
   기대회 입상자 (정보관련분야)
-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대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근 3년 이내 입상자 (2009-2011)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배재대 정시(다)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자격 중 하나의 해당자 
 가. 고교 및 실업대회 또는 최근 3년 이내 국제규모
대회나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 종목별 자격기준
 - 축구 : 8강(남) 이내 또는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
교리그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수의 30 이상 경기에 출
전한 자(남)
 - 양궁 : 개인 3위 이내, 단체 3위 이내(남)
 - 골프 : 개인 15위 이내, 단체 5위 이내(남, 여) 
 - 볼링 : 개인 3위 이내, 단체 3위 이내(남)
 나. 지원연도에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추천한 단
체경기종목의 우수선수(고교 상비군 포함) 

○ 학생부 : 20

○ 면접 : 40

○ 실적 : 40

백석대 수시1차

성악특기자
전국 규모 음악 콩쿨(성악) 또는 합창 대회에서 입상
한 자 또는 백석대 자체 오디션 통과자

학생부 10

면접 10

실기 80

체육특기자
전국규모대회 입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도 지원 가능함. 단 골프는 20위 이내 입
상자도 지원이 가능함

면접 20

실기 20

입상성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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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백석대 정시(가) 성악특기자
전국 규모 음악 콩쿨(성악) 또는 합창 대회에서 입상
한 자 또는 백석대 자체 오디션 통과자

학생부 10

면접 10

수능 10

실기 70

부    산
외국어대

수시 체육특기자 고교 입학 후 해당 종목 수상경력이 있는 자
경기실적 70

면접 30

삼육대 수시

설교(신학과)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연도 본 
대학 신학과 주최 “전국 설교 대회” 입상자
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2010년 12월 31
일 이전에 침례를 받은 자.

성경시험 성적 60이상 
/ 면접 영역별 E+이상

입상실적 50

성경시험 30

면접 20

성경(신학과)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연도 본 
대학 신학과 주최 “전국 성경 대회” 입상자
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2010년 12월 31
일 이전에 침례를 받은 자.

성경시험 성적 60이상 
/ 면접 영역별 E+이상

입상실적 50

성경시험 30

면접 20

미술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2009년 이후에 아래의 
전국 규모 미술 및 디자인 대회에서 최고위상을 1위
로 간주하여 6위 이내 입상자
-신문사 및 방송국 주최 광고․디자인공모전 및 미술 
실기대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주최 산업디자인 전람회 -국
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디자인공모전 및 미술 
실기대회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
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입상실적 80

면접 20

영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
로 최근 2년 이내
-TOEFL CBT 173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
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공인영어시험성적 

80

면접 20

영어(신학과)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당해연도 입
학일(3월1일)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중 원서접수 마
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TOEFL CBT 173점 이
상, TEPS 6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인 자. 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2010년 12월 31일 이
전에 침례를 받은 자.
(단, 검정고시합격자는 당해연도 입학일(3월1일)기준
으로 만 18세이상 만 30세 미만)

성경시험 성적 60이상 
/ 면접 영역별 E+이상

공인영어시험성적 

50

성경시험 30

면접 20

외국선교 및 
외국봉사경
험(신학과)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단이 공식적으로 해
외선교에 파송한 부 또는 모를 따라 해외선교에 참여
하여 중·고등학교 과정 중 3년 이상을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단이 인정하는 공식 
기관의 파송을 받아 10개월 이상의 해외선교 봉사 경
험이 있는 자
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2010년 3월 1일 
이전에 침례를 받은 자.

성경시험 성적 60이상 
/ 면접 영역별 E+이상

성경시험 60

면접 40

일본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
로 최근 2년 이내 
-JPT 700점 이상, -일본어 능력시험(JLPT) 1급 이상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
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공인일본어시험성적 

80

면접 20

중국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
로 최근 2년 이내 
-한어수평고사(HSK) 5급 이상 또는 신한어수평고사
(신HSK) 3급 이상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
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공인중국어시험성적 

80

면접 20

음악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2009년 이후에 아래의 
대회에서 전공 분양별 3위 이내 입상자
 -국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디자인공모전 및 
미술 실기대회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
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입상실적 80

면접 20

체육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2009년 이후에 아래의 
대회에서 전공 분양별 3위 이내 입상자
 -국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디자인공모전 및 
미술 실기대회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
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입상실적 80

면접 20

상명대
(서울)

수시1차 태권도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
수 마감일 기준으로 본교에서 인정하는 자격인정대회
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남자만 지원가능)

학생부 30

실기고사 20

실적심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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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상명대
(천안)

수시

특기자ㆍ
수상경력자

(미술)

[만화디지털콘텐츠학부]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아래 각호의 대회에
서 상위 4등위급 이내 입상한 자(개인·단체상)로서
대회 입상 후 3년 이내 인자
 1. 4년제 대학 주최 미술 실기대회 또는 미술 공모
전
  (단, 본교 주최 공모전은 상위 5등위급(특선)이내 
입상한 자)
 2.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
션페스티 벌(PISAF),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
벌(SICAF),
 동아LG국제만화페스티벌(DIFECA), 대전국제만화영
상전, 부천만화정보센터 주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3. 중앙정부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
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
육관광부, 환   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용노동 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주최 전국규모 미술실기대회 및 공모전
 4. 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인천광역시, 대전광역
시, 광주광 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
시)
 주최 전국규모 미술실기대회 및 공모전

[공연영상미술학부]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아래 각호의 대회에
서 상위 5등위급 이내 입상한 자로서
대회 입상 후 3년 이내 인자
 1. 4년제 대학,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
화예술관 련 법인단체 주최 전국규모의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또는   미술/디자인 공모전

[만화디지털콘텐츠

학부]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 60

[공연영상미술학부]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 40

포트폴리오면접 60

특기자ㆍ
수상경력자

(영어)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아래 각 호에 해당
되는 공인시험 우수자(본 대학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성적 인정)
 1.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CBT), TEPS
 2. 공인시험별 지원자격 최저 취득점수
   가. TOEIC : 700점 이상 자
   나. TOEFL(IBT) : 82점 이상 자
   다. TOEFL(CBT) : 217점 이상 자
   라. TEPS : 572점 이상 자

학생부교과 30

공인영어성적 70

특기자ㆍ
수상경력자

(연기)

[영화영상전공(연기)]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아래에 해당되는 자
 1. 연극제, 영화제, 영상제 연기부문 수상자
 2. 연극, 영화, 방송 활동 연기자
 3. 학교장, 전공교사의 추천자

[연극학과(연기)]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아래에 해당되는 자
 1. 국가공인법인단체(사단ㆍ재단법인, 정부기관, 한
국교사연 극협회) 및 4년제 대학 주최 연극제 또는 
예술제에서 연기부  문 개인상 수상자 (단, 단체상일 
경우 주ㆍ조연이상)
 2.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자
 (극단, 방송, 영화, 기타 현장경험과 경력이 우수하
고, 해당  기관장 추천을 득한 자)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 60

특기자ㆍ
수상경력자
(체육-농구)

중·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본 대학 원서접
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아래 종목별 지원자격 인
정범위에 해당되는 자
- 종목 : 농구(남자)
- 지원자격 :
  = 주최기관 :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 단체
  = 대회규모 : ① 전국규모 대회  ② 국제규모의 대
회
  = 인정범위 : ① 국가대표  ② 국가대표 상비군
 ③ 청소년대표
 ④ 고교 재학 중 8강 이내 입상한 자
 ⑤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로부터
  ‘우수선수’로 추천을 받은 자

서류전형 50

면접고사 50

특기자ㆍ
수상경력자
(체육-일반)

[스포츠산업전공]
- 종목 : 보디빌딩, 사격, 볼링, 테니스,
   수상경기(수상스키, 수영, 핀수영)
- 지원자격 : 
  = 주최기관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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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대회규모 : ① 전국규모 대회  ② 광역자치단체
규모 대회
  = 인정등위 : 6위 이내 입상한 자(개인-단체전)

- 종목 : 
- 종목 : 체조(기계체조, 리듬체조, 에어로빅)
- 지원자격 :
  = 주최기관 : ①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② 4년
제 대학
    ③ 사단법인체
  = 대회규모 : 전국규모 대회
  = 인정등위 : 6위 이내 입상한 자(개인-단체전)

[사회체육전공]
- 종목 : 검도, 스쿼시, 보디빌딩, 테니스, 인라인스
케이트,
   수상경기(수상스키, 수영, 핀수영)
- 지원자격 : 
  = 주최기관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대회규모 : ① 전국규모 대회  ② 광역자치단체
규모 대회
  = 인정등위 : 6위 이내 입상한 자(개인-단체전)

- 종목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댄스스포츠, 
농악)
- 지원자격 :
  = 주최기관 : ①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② 4년
제 대학
    ③ 사단법인체
  = 대회규모 : 전국규모 대회
  = 인정등위 : 6위 이내 입상한 자(개인-단체전)

상지대 수시1차

친환경식물
학부

조경기능사,유기농업기능사,화훼원예장식기능사,건축 
및 CAD기능사 등 유사관련 자격증 소지자

실적 40

면접 60

미술 전국대회6위 이내
실적 80

학생부 20

영어
영어인증점수(TOEIC,TOEFL,TEPS) 있는자 또는 고교
영어성적이 평균 3등급이내인자

실적 70

학생부 30

중국어 중국어 인증점수(HSK) 있는 자
실적 40

면접 60

언론정보 전국규모 전공관련 공모전/경진대회 수상자
실적 40

면접 60

회계 전국전산회계 경진대회/기업회계 경진대회 수상자
실적 40

면접 60

체육

ㆍ복싱 : 전국대회 3위 이내
ㆍ소프트볼 : 전국대회 3위 이내
ㆍ축구 : 전국대회 8강 이내, 또는 대한축구협회 주
최 고교리그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숫자의 10이상 출
전한 선수, 또는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대회에
서 소속팀 경기 시간의 10이상 출전한 선수
ㆍ양궁 : 전국대회 4강 이내
ㆍ태권도 : 대한태권도협회(대한체육회 포함) 산하단
체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서 입상한 실
적이 있는자

실적 80

학생부 20

컴퓨터 시.군 이상 규모대회 3위 입상
실적 40

면접 60

서경대 수시2차
영어,일어,중
어,불어,노어

1) 영어특기자
  [국제비즈니스어학부] 택1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7점 이상
  [글로벌경영학과] [미용예술학과] 택1
  (1) TOEIC 700점 이상  
  (2) TOEFL iBT 71 점 이상
  (3) TEPS 596점 이상    (4) IELTS 6.0 이상
2) 일어특기자  택1
  (1) JLPT N2 이상    (2) JPT 700점이상
3) 중어특기자 
  - 신HSK 5급 180점이상
4) 불어특기자 
  - DELF A1(Junior DELF 포함) 이상
5)노어특기자
  - TORFL 기본단계 이상

1) [국제비즈니스어학
부] - 언어,외국어 각
각 5등급이내

2) [글로벌경영학과] 
[미용예술학과] - 외국
어 3등급이내

어학성적 100



1174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경대 수시2차 미용

[미용예술학과]
(1) 국가공인미용사자격증소지자(일반/피부)
(2) 국내미용관련고등학교 또는 관련학과(전공)졸업
(예정)자

[미용예술학과]
언어,외국어 각각 5등
급이내

학생부 100

서  울
신학대

수시
국제화특기

생

-영어과 :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EFL(PBT:563, CBT:225, iBT:84), TOEIC 700, 
TEPS 600 이상 취득한 자
유아교육과 :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EFL(PBT:550, CBT:220, iBT:80), TOEIC 700, 
TEPS 600 이상 취득한 자
-중국어과 :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HSK 6등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신HSK 5급 이상 취
득한 자
-일본어과 : 원서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일본어능력시험(JLPT) 3급 이상 취득한자 또는 JPT 
520점 이상 득점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취득

어학성적 80

면접 20

서원대 수시1차 특기자
고등학교 재학시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단체전 포함)

0
면접 40

수상실적 60

선문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이상인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이 불가능한자는 지원 
할 수  ) 
 2008~2010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한자
 가. 권위 있는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회
 다. 공인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축구 : 16강 이내(국가대표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고교상비군으로 선발된 자 포함) 또는 리그제 일정 
출전 시간 이상인자
 -핀수영 : 개인 또는 단체 5위 이내
 -육상․유도 : 개인 8위 이내(육상 필드종목의 경우 
투척종목 제외) *단체성적 인정 안함

학생부 20

면접 30

경시실적 50

성결대 수시1차

외국어 및 
문학

정보화 자격증 및 수상실적이 있는자 학생부 100

체육 육상, 테니스, 수영 경기실적이 있는자
면접30

수상실적 70

정보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있는자 학생부 100

성균관대 수시1차

과학인재

<이공계 모집단위>
○ 과학(영재)고 졸업자, 과학에 관한 전문교과 이수 
및 성적 취득자
<의예과>
○ 과학(영재)고 졸업자, 과학에 관한 전문교과 이수 
및 성적 취득자
○ 국제 올림피아드(수학,물리,화학,생물) 입상자 및 
출전자 등

<이공계모집단위>

학생부 40

실적평가 30

사고력평가 30

<의예과>

학생부 40

실적평가 30

사고력평가 30

글로벌리더 I
○ 외국어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 이수자
○ 외국어 능력, 리더십 등 우수자로 추천을 받은 자

교과 70

사정관평가 30

글로벌리더 
II

○ 해외 정규 고교 졸업자
교과 70

사정관평가 30

연기예술
특기자

○ 연기 관련 대회 입상자, 연기/연출 경력자, 연기 
재능 보유자 등

-1단계

 학생부 40

 실적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영상특기자
○ 영상제작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대회 입상자 등
○ 예고,특목고, 실기성적우수자 및 영상관련 작품제
작 유경험자

-1단계

 학생부 40

 실적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체육특기자
○ 고교졸업(예정)자로서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전
국규모 대회 16강 이내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 청소
년대표, 국각상비군에 선발된 자

교과 70

사정관평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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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성  신
여자대

수시1차
예체능
특기자

[공통자격] 2012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미디어영상연기, 현대실용음악, 무용예술학과]
국내외 연극,뮤지컬,영화,방송,음악,무용분야에서 우리
대에서 인정하는 입상실적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자

 [스포츠레저학과]
 현 대표선수(국가대표, 청소년대표, 국가상비군후보
선수) 또는 2009년 3월 이후 6개월 이상 재임한 전
직 대표선수(국가대표, 청소년대표, 국가상비군․후보
선수) 또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회원 
(선발종목은 추후 공지)

실적심사 성적 80

면접 20

세명대 수시1차 어학특기자

2008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합격
자 중 2010.1.1 이후 취득한 성적이
영어> TOEIC 600점 이상 또는 TOEFL CBT 177점 
이상의 성적이 있는 자 등
중국어> HSK 4급 180점 이상의 성적이 있는 자 등
일본어> JLPT N4 이상, JPT 또는 JTRA 500점 이상
의 성적이 있는 자 등

어학 60

면접 40

세종대 수시

과학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 국제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참가자
- 한국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해당 학회 주최) 장려상 이상 입상자
- 전국 고등학교 과학경시대회(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장려상 이상 입상자  및 본선 진출자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교육과학기술부 주
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특허청 주최) 장려상 이
상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논술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 중앙언론기관(신문, 방송본사), 정부부처(교육과학
기술부) 또는 4년제 대 학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참
가인원 2000명 이상)의 논술경시대회에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산업디자인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미술 실기(경시)대회(디
자인 부문, 참가인원 1000명 이상)에서 최고상을 1위
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 
- 본교 주최 전국 학생 디자인실기대회 대상, 금상, 
은상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패션디자인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미술실기(경시)대회에서 
(부문별)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
- 본교 주최 전국 학생 미술실기대회(패션디자인부
문) 대상, 금상, 은상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만화
애니메이션

2010.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 본교 주최 세종만화애니메이션대전에서 대상, 금
상, 은상 입상자
-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PISAF),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SICAF),동아LG국제만화페스티벌(DIFECA) 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2위 이내 입상자(단, 만화는 단독제
작, 애니메이션은 감독 또는 제작자 1인에 한함)
- 안시(Annecy), 오타와(Ottawa), 자그레브(Zagreb), 
히로시마(Hiroshima)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경쟁부
문 본선에 진출한 작품의 감독 또는 제작자 1인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무용

2011.3.1 이후 아래 대회에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
하여 3위이내 입상자
- 세종무용콩쿨대(세종대주최)
- 동아무용콩쿨대회(동아일보사주최)
- 서울국제콩쿨(서울국제문화교류회주최, 단,한국무용 
부문은 제외)
- 코리아국제발레콩쿨(한국발레재단주최)
- 서울발레콩쿨(한국발레협회주최)
- 한국현대무용협회콩쿨(현대무용협회주최)
-,한국무용협회콩쿨(한국무용협회주최)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실기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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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세종대 수시

문학

2009.3.1 이후 아래 대회에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
하여 3위 이내 입상자
- 대산청소년문학상(대산문화재단)
- 청소년 문학상(문학사상사)
- 전국고교생백일장(민족문학작가회의)
- 전국만해백일장(대한불교청년회)
- 개천예술제 전국학생백일장(개천예술재단:진주시)
- 세종날, 한글날 기념 글짓기(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조리,제과ㆍ
제빵

2009.3.1 이후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에서 조리 또는 제과ㆍ제빵분야 장려상 이상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영화예술
(연기예술)

2009.3.1 이후 아래 대회 중 연기부문 개인 수상자
1. 영화․방송
-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해외국제영화제, 청룡영화
상, 춘사영화제,  대한민국영화대상(문화방송주최),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최소 10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
만 인정)
-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
(SBS)의 연기대상
- TV 단만극 주ㆍ조연 (60분 이상의 단만극)
- TV 연속극 주ㆍ조연 (5회 이상 출연, 미니시리즈 
포함)
- 영화 주ㆍ조연 (극장 개봉작 경우에만 인정)
2. 연극․뮤지컬
- 해외 국제연극제, 전국청소년연극제(한국연극협회
주최), 한국뮤지컬대상(스포츠조선주최), 전국연극제
(한국연극협회 주최), 서울연극제(서울연극협회 주최), 
서울공연예술제, 국내개최 국제연극제(최소 5개국 이
상 참가한 대회만 인정),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
회 주최 연기콘테스트, 세종 액팅 베스트원(연기 콘
테스트)
- 극장 공연작 주연 (300석 이상의 극장만 인정)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영화예술
(연출ㆍ제작)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1. 수상(상영)작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에 한
함 (수상작의 범위 중  시나리오는 본교 시나리오창
작대회만 해당함)
  -국내․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연출에 한함). 단,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 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
화제, 서울독립영화제의 경우 본선 상영작도 해당됨
(그러나 위의 영화제와 관련하여 영화제가 주관하여 
진행된 워크샵에서 제작된 영화는 해당되지 않음)
   -본교 주최 세종 청소년 시나리오창작대회에서 대
상, 금상, 은상 입상자
2. 장편 극영화(극장개봉작, 예술전용관 포함) 연출, 
프로듀서, 시나리오, 촬영, 조명, 편집, 음향 부문별 
감독(연출, 촬영의 경우 제1조감독 포함)
   ※극장개봉은 원서접수 마감이전에 개봉한 작품만 
인정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체육

1.축구: 고교 과정 재학 중 전국․국제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이거나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총경기 
시간의 30 이상을 출전한 자
2.골프,검도(남),태권도(남),유도(남),리듬체조(여),에어
로빅 : 2009.3.1 이후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경력자 
및 대학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
모 대회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내 입상자
※상장이 없을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축구 특기 지원자 중 리그대회 참가자 제외)
※태권도의 경우 겨루기에 한함(태권체조, 품세 등은 
인정하지 않음)
※검도(공인 2단 이상), 유도(공인 2단 이상),  태권
도(공인 3단 이상)

입상실적 40.9

학생부 18.2

면접 40.9

디지털
콘텐츠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전국규모 디지털콘텐츠 관련 경시대회에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
-전국규모 게임개발관련 경시대회에서 최고상을 1위
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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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세종대 수시 정보컴퓨터

2009.3.1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 국제정보올림피아드 동메달 이상 입상자
-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장려상 이상 입상자(본선 경시
대회만 인정) 
-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컴퓨터/정보관련
대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
- 전국규모 이상 정보보안 프로그램 관련 경시대회에
서 최고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이내(개인 또는 단
체) 입상자

입상실적 61.4

학생부 18.2

면접 20.5

수원대

수시1차

문예특기자
- 전국규모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대회에서 
3위 또는 동상 이내 입상자(해당분야)
- 2009년 3월 이후 실적만 인정

학생부 10

면  접 10

실적평가 80

서양화
- 전국규모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대회에서 
3위 또는 동상 이내 입상자(해당분야)
- 2009년 3월 이후 실적만 인정

학생부 10

면  접 10

실적평가 80

커뮤니케이
션디자인

- 전국규모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의 대회에서 
3위 또는 동상 이내 입상자(해당분야)
- 2009년 3월 이후 실적만 인정

학생부 10

면  접 10

실적평가 80

연예인

- 국내외 공인된 영화/연극/뮤지컬이나 TV관련분야 
수상자 또는 주/조연급 출연 경력자
- 공인된 각종 연예단체의 회원으로 현재 연예확동중
인 자
- 예술고등학교 연기전공자
- 학교장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10

면  접 10

실적평가 80

영화영상
특기자

- 국내외 공인된 영화제 및 영상제 수상자
- 예술고등학교 영화연출전공자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

면  접 10

실적평가 80

수시2차 체육특기자

- 국가/청소년/상비군 대표, 단체는 전국규모대회 8
위 이내 입상한 자
- 재학 중 2011년 고교 리그대회에서 50 이상의 출
전경기시간 기록자
- 상기 사항 중 1개항 이상 충족되어야함, 2009년 3
월 이후 실적만 인정

학생부 10

면  접 10

실적평가 80

순천향대

수시1차 특기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최근 3년간 각 종목
별 국제·전국대회에서 본 대에서 지정한 경력 및 경
기(입상)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30

경력 및 경기(입상)

실적 70

정시(다)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최근 3년간 각 종목별 국
제·전국대회에서 본 대에서 지정한 경력 및 경기(입
상)실적이 있는 자

경력 및 경기(입상)

실적 100

숭실대 수시1차

문학특기자 2012 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입상실적 70

면접 30

골프특기자 2012 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입상실적 70

면접 30

체육특기자 2012 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입상실적 70

면접 30

축구특기자 2012 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입상실적 60

면접 40

IT특기자 2012 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입상실적 70

면접 30

신라대 수시

디자인
특기자

- 고교 재학 중 광역시, 도 규모 이상 또는 4년제 대
학 및 전국 각종 단체에서 실시한 미술실기, 디자인 
경연대회(공모전) 입상자및 관련 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학과별(실내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우리 대학에서 인정한 경력 
및 실적 소지자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무용특기자

- 고교 재학 중 광역시, 도 규모 이상 또는 4년제 대
학 주최 각종 경연 대회 수상자
- 고교 재학 중 국제 또는 국내 전국규모대회의 개
인, 단체 입상자
- 수상 경력은 없으나 학교장, 무용담당교사, 개인지
도를 받은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체육특기자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기에서 입상 실
적이 있는자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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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아 세 아
연합신학대

정시(나)

영어,일어,불
어,독일어,중
국어,기타언

어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중 다음 자격
에 해당하는 자
① 영어 : TOEFL CBT 190점(IBT 68점, PBT 500점) 
이상 또는 TOEIC 700점 이상 또는 G-TELP(Level 
2) 70점 이상 또는 TEPS 650점 이상인 자
② 일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N4(3급) 이상 취득
자 또는 JPT 500점 이상인 자
③ 불어 : DELF 과정 중 B1단계 이상 합격자
④ 독일어 : ZD 4등급 이상 합격자
⑤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新HSK) 新5급 180점(舊6
급) 이상 또는 CPT 600점 이상인 자
⑥ 기타 언어 : 그 숙달정도를 공식적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구술면접 80

성경고사 20

인성검사(합격/불합

격)

아주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전형(축구)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로
서
가. 축구(남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09년 ~ 2011년 청소년대표
2) 2009년 ~ 2011년 전국대회 8강 이내 입상자
3) 2010년 ~ 2011년 고교 리그 대회 권역별 리그 
순위 4위 이내 입상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나. 실기평가 실시(또는 공인기관 기초체력측정서 제출)
다. 개인종목 : 선발하지 않음

실적평가 50

심층면접 50

안양대 수시

문학

-대학이 주최한 전국 고교 문예백일장 입상자
-전국 도·시 규모의 언론기관 및 문화관련기관이 주
최한 대회 입상자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의 자치단체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
-주요 문예지에서 주최한 대회 및 공모에서 입상한 자

학생부 50

면접 50

영어
-TOEFL 200점(CBT), 73점(IBT)
-TOEIC 650점 이상
-TEPS 521 이상

해당 영어성적 60

면접 40

영어
-TOEFL 137점(CBT), 47점(IBT)
-TOEIC 550점 이상
-TEPS 436 이상

해당 영어성적 60

면접 40

영어
-TOEFL 120점(CBT), 44점(IBT)
-TOEIC 500점 이상
-TEPS 402점 이상

해당 영어성적 60

면접 40

연세대
(원주)

수시1차 특기자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
서 계열별(과) 지원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인문계열
가. 전국 규모의 주요 문학상 또는 예술대회(미술 및 
음악)에서 입상한 자
나.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2009. 9. 
8. 이후)에 응시한 공인외국어성적을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자
2. 자연계열
  가. 국내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
황에 기재된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의 합이 
35단위 이상 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
급이 4등급 이내인 자
  나. 국내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
황에 기재된수학과 과학 관련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의 합이 10 단위 이상인 자
 다. 고등학교 재학 중 수학, 과학, 정보분야 국제올
림피아드 참가자(참가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
자 포함),국내 전  국규모(사설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고교 주관 제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3. 의예과
  가. 국내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
황에 기재된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의 합이 
35단위 이상 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
급이 3등급 이내인 자
  나. 국내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
황에 기재된수학과 과학 관련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의 합이 10 단위 이상인 자
 다. 고등학교 재학 중 수학, 과학, 정보분야 국제올
림피아드 참가자(참가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
자 포함),국내 전  국규모(사설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고교 주관 제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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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영남대 수시

기능경시
2009-2011학년도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자, 전
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3등위 이
내 입상자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70

면접 30

리더쉽
2009-2011학년도에 전교학생회장, 부회장 출신으로 
해당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70

면접 30

무용

2009-2011학년도에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 및 입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교 인정 대회는 2011학년도 수
시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회에 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대회명은 반드시 2012학년도 수시모
집 요강 참조)

실기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20

실기 80

문학

2009-2011학년도에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 및 입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교 인정 대회는 2011학년도 수
시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회에 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대회명은 반드시 2012학년도 수시모
집 요강 참조)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70

면접 30

어학

2009-2011학년도에 본교가 인정하는 경시대회(본교 
인정 대회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
회에 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대회명은 
반드시 2012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참조)에서 해당어
학 3등위 이내 입상자(단, 외국어 웅변대회 입상자 제
외) 또는 2009-2011학년도에 다음 자격기준 해당자
- 중국어 : 다음 자격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구 HSK : 7급 이상
 · 신 HSK : 5급 이상 또는 고급회화
 · BCT : 듣기/독해 4급 이상 또는 말하기/쓰기 4급 
   이상
- 독일어 : 다음 자격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ZD B1 이상
 · Mittelstufe 1 이상
 · TestDaF 합격자
 · Flex 시험 성적이 있는 자
- 불어 : D.E.L.F 1단계의 A1 이상 합격자
- 일본어 : JPT 750점 이상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또는 N1) 취득자
- 한문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소지자
   (본교 인정기관)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70

면접 30

체육(생활)

2009-2011학년도에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 및 입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교 인정 대회는 2011학년도 수
시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회에 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대회명은 반드시 2012학년도 수시모
집 요강 참조)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입상실적 60

면접 40

체육(육성)

2009-2011학년도에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 및 입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교 인정 대회는 2011학년도 수
시모집 요강에 명시된 대회에 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대회명은 반드시 2012학년도 수시모
집 요강 참조)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입상실적 50

면접 50

영동대 수시1차 검도

고등학교재학기간중 본교에서 지정한 대회에서 개인3
위이내, 단체4강이내 입상자
대회명(SBS배 전국검도왕대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
교 검도연맹전,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전, 
고교선수권대회, 이충무공 탄신기념 전국 시도대항 
검도대회, 전국체육대회, 용인대 총장배 전국고교선수
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대구대 총장배 전국고교선수
권대회, 회장기 쟁탈전 전국 단별 선수권대회)

실기 100

영산대
(경남)

수시1차 체육특기자

종목 : 태권도, 검도, 우슈, 탁구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항의 
해당자
1.고등학교기간동안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실시한 
전국규모대회 및 광역시,도급 이상 경기에서 3위 이
상(개인또는단체) 입상실적이 있는자.
2. 고등학교기간동안 국가대표 상비군 이상의 국가대
표로 선발된자

학생부 20

면접 30

경기실적 50

예  원
예술대

수시1차 미술

ㆍ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
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미술 및 디
자인 등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ㆍ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이상인자 

학생부, 입상실적, 

자격증 중 택1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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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예  원
예술대

수시1차 체육․무용

• 체육 •

ㆍ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대회(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경기)에서 입상한 자

ㆍ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이상인자

• 무용 •

ㆍ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대회(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경기)에서 입상한 자

ㆍ고교 재학기간과 그 이후(졸업 후 1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시, 도 단위 및 전국 규모의 

  무용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

ㆍ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이상인자

학생부, 입상실적, 

자격증 중 택1 70

면접 30

우석대 수시2차

어학우수자

2009년 9월1일 이후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취득자
1. TOEIC : 800점이상자
2. CBT:227점, IBT 80점이상자
3. TEPS :680점이상자

공인영어성적 80

면접 20

체육특기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정
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서류전형100

면접 합/불

울산대 수시

건축

고교 재학 시 본 대 및 4년제 대학 주최 건축구조탐
구대회, 건축디자인탐구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대회 
동상이상 입상자(최근 3년 이내 개최된 행사에 한함)
* 본 건축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수상실적 70

면접구술고사 30

논술
-철학과 : 전국규모논술경시대회(4년제 대학이 주최
한 대학 포함) 3위 이내 입상자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디자인

1. 고교 재학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주관 전국중
고교생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인 특선 이상 입상자
2. 본 대 및 4년제 대학 주최 고교생 미술실기대회에
서 특선(5등)이상 입상자
3. 고교 재학 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인 우수상 이상 
입상자(해당분야 :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산업디자
인, 애니메이션디자인)

수상실적 80

면접구술고사 20

어학, 영어

-영어영문학과 : TOEIC 820점, TEPS 720점, TOEFL 
 580점(PBT), TOEFL 237점(CBT), TOEFL 92점(IBT) 
  이상 득점자
-일본어일본학과 : 
 1. 일본어능력시험 1급 취득자, 
 2. JPT 800점 이상 취득자, 
 3. 본 대 및 전국규모 외국어 경시대회 일어부문 (4 
    년제 대학이 주최한 대회 포함) 해당 종목 2위 
    이내 입상자
-중국어중국학과 : 중국어능력시험 新HSK 6급 이상 
 합격자
-프랑스어프랑스학과 : 
 1.전국규모 외국어 경시대회 불어부문(4년제 대학 
  이 주최한 대회 포함)해당 종목 3위 이내 입상 자, 
 2.최근 5년 동안 프랑스어권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
 3. DELF A1 자격증을 취득한 자
-스페인중남미학과 : 
 1. 스페인어 자격시험(DELE) 초급 이상  취득자
 2. FLEX(스페인어) 700점 이상 취득자
 3. 최근 10년 동안 스페인어권에서 3년 이상 수학한 자
-사회과학부 : 중국어능력시험 新HSK 5급 이상 합격 
 자 또는 기존 HSK 6급 이상 합격자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 
 TOEIC 700점, TEPS 600점, TOEFL 500점(PBT), 
 TOEFL 173점(CBT), TOEFL 61점(IBT) 이상 득점자

-영어영문학과

어학능력 70

면접구술고사 30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프

랑스어프랑스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사회과학부, 경영학

부, 회계학과, 경영

정보학과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한자

-국어국문학부 : 한국어문학회에서 주최한 한자능력
검정시험 1급 합격자
-역사문화학과, 철학과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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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울산대 정시(나) 체육

2012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특기분야(종목) 중 아래 해당 입상자
 1) 테니스, 씨름
   가)2011년도 전국규모대회 1, 2, 3위 입상자
   나)2010년도 전국규모대회 1, 2위 입상자 또는 3
위 2회 입상자
   다)2009년도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자, 2위 2회 
입상자 또는 3위 3회 입상자
   라)고교 재학 중 권위 있는 국제규모대회에서 1, 
2, 3위 입상자
 2) 축구
  2010, 2011년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대회
에서 소속팀 경기시간의 30이상 출전한 자 또는 전국
규모 고교대회에서 16강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경기실적 60

면접구술고사 10

실기고사 30

원광대 수시2차

무용
1. 행정기관, 언론기관, 대학 등 본교가 인정하는 공
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무용경연대회개인 또는 
단체 입상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문예
1. 행정기관, 언론기관, 대학 등 본교가 인정하는 공
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백일장이나 현상문예 또
는 문예작품 공모 개인입상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미술

1. 행정기관,언론기관,대학등본교가인정하는공신력있
는단체에서주최한미술실기대회및기능경연대회또는공
모전 개인입상자 중 전공에 관련된 자
2.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공인 기능자격증 소유
자, 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 포함) 개인입상자
3. 서예·문자예술학전공의경우 본교가 정한 한자시험 
급수 취득자 또는 대회 입상자도 지원 가능함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정보ㆍ발명
가 또는 

기능우수자

1. 행정기관,언론기관,대학등본교가인정하는공신력있
는단체에서주최한
  - 컴퓨터관련 경진대회,정보통신관련경시대회, 홈
페이지 제작 경연대회 개인 또는 단체 입상자
  -발명전시대회,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공모전 또는 
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 포함) 개인 입상자
2.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기술평가결과등록유지
결정을받은경우에한함)을출원하여 취득한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조리ㆍ패션

1. 행정기관,언론기관,대학등본교가인정하는공신력있
는단체에서주최한조리경연대회나패션경연대회개인 
또는 단체 입상자
2.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공인 기능자격증 소유
자, 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 포함) 개인입상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영어,중국어,
일본어

1. 중국어 HSK 일정 성적 취득자
2. 일본어 JLPT 일정성적  취득자
3.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TEPS)일정 성적 취
득자
* 일정성적은 모집요강 참조

특기실적 60

면접 40

국악

1. 행정기관, 언론기관, 대학 등 본교가 인정하는 공
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국악경연대회개인 또는 
단체 입상자
2.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이상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음악
1. 행정기관, 언론기관, 대학 등 본교가 인정하는 공
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음악경연대회개인 입상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미용

1.행정기관,언론기관,대학등본교가인정하는공신력있는
단체에서주최한미용관련경연대회개인또는단체입상자 
2. 전공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공인 기능자격증 소유
자, 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 포함) 개인입상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60

체육
대한체육회 산하각 경기단체 연맹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입상자 중 본교에서 지정하는 종
목의 특기소유자로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학생부 40

특기실적 40

면접 20

을지대
(성남)

수시1차 글로벌인재

TOEIC 850점 이상
TEPS 700점이상
TOEFL(IBT) 90점이상
JPT 700점이상
JLPT 1급(N1)이상
HSK 7급이상(신HSK 5급이상)

어학 83.3

면접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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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인제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1. 2011년도 전국규모 대회 1,2,3위 입상자
2. 2010년도 전국규모대회 1,2위 입상자 또는 3위 2
회 입상자
3. 2009년도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자, 2위 2회이상 
입상자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4. 국제적 규모대회 1,2,3위 입상자
5. 위 1~4항에 해당되지않으나 선수개인의 기량이 
탁월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고 본 대 특기자전형
위원회가 인정한 자

경기실적 80

면접성적 20

인하대 수시1차

수학과학
우수자

국내 일반고교(특목고 포함) 졸업(예정)자 중 수학, 
과학 역량이 탁월한 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
집요강 참조]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40

 서류평가 30

 심층면접 30

차세대
핵심과학자

국내 과학(영재)고등학교 (조기)졸업(예정)자
학생부 50

발표평가 50

리더십봉사

국내 일반고교(특목고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임원활동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리더
십 역량이 탁월한 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
요강 참조]

-1단계

 학생부100

-2단계

 1단계성적 20

 서류평가 80

-3단계

 2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연예예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예예술방면
에 특기사항이 있는 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
집요강 참조]

-1단계

 특기실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실기고사 50

차세대핵심
국제전문가

국내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국제고등학교 (조기)졸업
(예정)자
(※글로벌금융학부, 아태물류학부, 국제통상학부, 경
영학부, 경제학부 지원자)

학생부 50

심층면접 50

특별재능 및 
특이경력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특별재능 소유자 및 특이경력자[정확한 지원 자
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외국어
우수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제공인 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특기실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체육특기자
1)특별: 본교가 육성하는 운동 종목의 특기자
2)일반: 본교가 육성하지 않는 운동 종목의 특기자 
[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특기실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장로회
신학대

수시
수상경력및

어문학
특기자

․․공신력 있는 기관(본교 및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한 글 및 영어 성경 경시대회 입상자(본교가 실시하
는 성경 시험인 경우 한글성경과 영어성경시험 점수
를 합산하여 5 위 이내인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고교 입학 후 시
행한 공인된 영어시험에서 최근 2년 이내(접수일 기
준)로서 
  TEPS  : 750점 이상
  TOEFL : CBT 244점(IBT 97점) 이상
  TOEIC : 841점 이상 해당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문학관련
분야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전국 규모의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문
학분 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전국 규모의 순수문학단체 및 문예지에서 주최하는 
대회 에서 입상한 자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입상실적만 인정

수상실적 80

학생부교과성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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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주대 수시1차

디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교 입학 이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
관, 교육기관 주최의 전국규모 미술,  디자인 실기대
회에서 입상한 자 (최근 3년)
2) 공예, 산업디자인분야 국가자격증소지자
   금속재료시험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금속가공기
능사, 금속도장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 칠염), 자수
기능사, 목공예기능사, 칠기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
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
디자인기능사 등

면접 20

자격증또는입상실적 

80

식품조리

외식산업학과
=관광 또는 조리 관련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조리기능사 자격증
(양식, 한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사) 소지자
한식조리학과
=-관광 또는 조리 관련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조리기능사 자격증
(양식, 한식,일식, 제과, 제빵, 조주사) 소지자
-식품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고
등학교 졸업(예정)자로써 식품가공등 식품산업관련 
자격증(식품산업기사, 식품가공기사,식품제조기사) 소
지자

학생부 20

면접 20

자격증 60

국어,영어,일
본어,중국어,

한국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어국문학(2009. 9. 1 이후 취득성적에 한함)
 -KBS 한국어능력시험 500점이상(KBS주관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4급 이상(한국언어문화연구원주
관시험)
2) 외국어우수자(2009. 9. 1 이후 취득성적에 한함)
 -영어 : TOEFL 470점(CBT 150점, IBT 52점), 
TOEIC 550점, TEPS 450점 이상인 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학년 영어교과 석차등
급 환산평균 4등급 이내인 자
 -중국어 : 신HSK 5급(200점) 이상인 자 
 -일본어 : JPT 500점 이상 또는 JLPT 3급(N3급)이
내인 자
3) 한자능력 및 문화콘텐츠관련분야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내인 자 - 한국어문회, 한
자교육진흥회, 한국외국어평가원,
  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한자 관련 
시험(2009. 9. 1 이후 취득성적에 한함)
 -국내외 문화콘텐츠 관련페스티벌 5위 이내 입상자
  (단, 역사문화분야, 모바일,애니메이션, 만화캐릭터 
등에 한정함 )

면접 20

자격증또는입상실적 

80

영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9. 9. 1 이후 취득성적에 한함)
 -TOEIC : 800점 이상인 자
 -TOEFL : CBT 227점, IBT 86점 이상인 자
 -TEPS : 712점 이상인 자

학생부 40

면접 20

자격증 40

축구,레슬링,
씨름 등

3) 축구
-2010년도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규모고교 리그대
회에서 소속팀 경기숫자의 30 이상  출전한 자
-재학 중 대한축구협회 주최전국규모 고교대회에서 
16강 이내의 성적을 기록한 자
-고교 재학 중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연
맹이 주관하는 대표가 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자

면접 20

자격증또는입상실적 

80

태권도

- 고교입학이후 국가대표,청소년대표,주니어대표,상비
군에 선발된자
-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후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해당종목별 3위 이내로 입
상한자

면접 20

자격증또는입상실적 

80

한문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한국외국어평가원, 대한
민국한자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한자 관련 시험에
서 2급이내 자격 취득자(2009. 2. 1. 이후 취득성적
에 한함)

학생부 40

면접 20

자격증 40

조선대 수시2차 무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무용실기(경연)대회 입상자
(2009. 3. 1 이후 실적만 인정)

학생부(29.4)

실적(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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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조선대 수시2차

미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미술실기대회 입상자(2009. 
3. 1 이후 실적만 인정)

학생부(33.4)

실적(66.6)

체육학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2010년, 2011년 국제 또는 전국규모 대회 3위 이
내 입상자
2. 청소년대표 또는 고교상비군으로 선발된 자
3. 단체 경기종목은 2010년, 2011년 전국규모대회 8
강 이내 입상자
4. 2011년 육상 역전경주대회에서 구간 1위 입상자
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선수
6. 골프 
① KGA, KPGA, KLPGA, KJGA에서 주관한 대회에서 
평균 79타(핸디캡7)이하인 자
② 2009년~2011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선수 경력
이 있는 자
③ 프로골프협회 준회원 이상인 자
④ 2009년~2011년 전국 및 시도규모 이상의 대회에
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단체전 포함)
7. 축구
①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에서 소속팀 
경기 시간의 30 이상 경기에 출전한 자 중 각 지역리
그 4위 이내에 입상한 자
② 위 지원자격 2, 3, 5 항에 해당한 자

학생부(45.5)

면접(18.2)

실적(36.3)

태권도학과 
겨루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2009, 2010, 2011년 국제 또는 전국규모 겨루기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 청소년대표 또는 고교상비군으로 선발된 자

학생부(45.5)

면접(18.2)

실적(36.3)

태권도학과 
품새 및 

시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1. 2009, 2010, 2011년 국제 또는 전국규모 품새 및 
격파대회 16강 이내 성적을 가진자
2. 청소년대표 또는 고교상비군으로 선발된 자
3.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4년제 대가 주최한 전국
규모대회에서 태권도 경연대회 단체 및 개인입상자

학생부(45.5)

면접(18.2)

실적(36.3)

중부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1. 사격,볼링,태권도
   가. 고교재학(2009~2011) 중 국제 및 국내대회
(본교인정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5위이내 입상자. 
단, 단체 5위 이내 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자
만을 인정함.
   나. 국제대회는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한 대회만 
인정함.
2. 골프
 가. 고교재학(2009~2011) 중 국제 및 국내대회(본
교인정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10위이내 입상자. 단, 
단체 10위 이내 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자만
을 인정함.
 나. KPGA,KLPGA,PGA,LPGA 자격증소지자

면접40

실적평가60

중앙대
(안성)

수시1차 문학

2009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아래 대회의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나 평론 부문에서 3위 이내 입
상자
일간신문 신춘문예(동아,조선,중앙,한국,경향,문화,세
계,서울)
문예지 신인상(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문학사상, 
현대문학, 문학동네, 문학수첩, 실천문학, 내일을 여
는 작가, 세계의 문학)
전국고교문예백일장(중앙대)
전국 4년제 대학 주최의 고교생백일장1(동국대, 경희
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국 4년제 대학 주최의 고교생백일장2(경기대, 한남
대, 부산대, 한경대, 서울여대, 단국대, 명지대, 한신
대, 추계예술대, 한양대, 숙명여대)
전국고교생백일장(민족문학작가회의)
대산청소년문학상(대산재단)
마로니에 전국청소년백일장(한국문인협회)

수상 실적 80

적성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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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국고교생백일장(한국시인협회)
새얼백일장(새얼문화재단)
전국 규모 문학단체 주관 백일장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주관 전국 규모 백일장
기타 4년제 대 주최의 고교백일장3(중앙대 및 위에 
기재된 학교 외)

중앙대
(안성)

수시1차

공예
-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3위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수상자(목공, 가구, 창호, 목
공예, 귀금속공예, 도자기, 선반, 판금, 용접, 주조)

수상 실적 80

적성 면접 20

체육(개인)

-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종목별 세
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 2009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대한체육회 종목별 
산하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개인전 8위(단, 골프아마추어종목은 KGA, KJGA에
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30위)이내에 든 자
- 배드민턴 종목은 단체전 4위 이내에 든 자 포함
- 사격종목은 화약총 종목에 한하며, 올림픽 정식 종
목의 입상실적만을 인정함
- 골프 프로는 2009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남·여) 정규투어 상금 랭킹 30위 이내 및  정회원자
격 취득자
※ 각 대학 총장배 대회와 프로대회의 아마추어 경기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골프는 KJGA에서 주
최 주관하는 대회는 인정함) 

골프,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수상실적 80

기초실기심사 20

스노보드, 스쿼시, 

사격

수상실적 80

적성면접 20

체육(단체)

-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
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기타 공인된 국제대회에 
출전한 자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또는 후보 선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우수선수
로서 고교 전 학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시 전국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든 팀의 주전선수
  축구는 2010년,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 대회에서 당해 연도 소속팀 경기 30이상 출전했
거나
고등학교 재학 시 전국규모대회에서 16강 이내에 든 
팀의 주전선수(단, 2011년 8월말까지 경기에 한함) 
※ 전 종목 남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상실적 70

기초실기심사 30

중앙대
(서울)

수시1차

연기특기자
국내․외에서 공인된 연극(뮤지컬 포함), 영화, TV, 또
는 기타 매체의 연기분야 수상자나 경력자 
※최근 4년의 경력만 인정됨.

수상실적 및 경력 

80

적성면접 20

영화특기자

-2009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아래 영화제에서 각 
부문(연출, 제작기획, 연기, 각본, 촬영, 조명, 기술, 
편집, 음악, 미술)의 수상자 (단, ①관객상, 인기상, 
공로상 등 본상부문 외의 특별부문 수상자와 청소년 
대상 부문의 수상자는 제외함,② 애니메이션 작품은 
제외함)
①대한민국영화대상②대종상영화제③청룡영화상④백
상예술대상⑤춘사나운규영화예술제⑥영평상(영화평론
가협회상)⑦부산영평상(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⑧디렉
터스컷 영화상

- 2009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아래 영화제에서 메
인 프로그램에 초청받은 작품 및 경쟁부문의 본선 진
출 작품의 연출자 및 촬영감독 혹은 사운드감독(단, 
①특별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은 제외하며 단편
영화의 경우 촬영감독 혹은 사운드감독으로 각기 다
른 영화 3편 이상 경력자에 한함② 애니메이션 작품
은 제외함)
①부산국제영화제②전주국제영화제③부천국제판타스
틱영화제④서울독립영화제⑤서울국제여성영화제⑥아
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⑦미장센단편영화제

수상실적 80

적성면접 20

영상제작
특기자

-2009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아래 영상제에서 3위 
이내 입상자①중앙대 주관 Shift U 영상 Festival②
KBS VJ콘테스트③대한민국 영상대전④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⑤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수상실적 80

적성면접 20

체육(개인)
특기자

서울캠퍼스 체육교육과
- 국가대표급 선수로서 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
회와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 8위 이내 입상

수상실적 80

적성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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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자((단, 골프아마추어종목은 KGA, KJGA에서 주최 주
관하는 대회 30위)이내에 든 자)
- 최근 3년이내 대한체육회 종목별 산하 경기단체 
주최 국내외 대외 3위이내 입상자
- 골프종목의 경우 국가대표 및 프로선수 지원가능
(골프 프로는 2009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남·여) 정규투어 상금 랭킹 30위 이내 및  정회원자
격 취득자)
※ 각 대학 총장배 대회와 프로대회의 아마추어 경기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골프는 KJGA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인정함) 

중앙대
(서울)

수시1차
체육(단체
)특기자

-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
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기타 공인된 국제대회에 
출전한 자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또는 후보 선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우수선수
로서 고교 전 학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시 전국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든 팀의 주전선수
 -축구는 2010년,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30이상 출전했거나(단, 
2011년 8월말까지 경기에 한함) 고등학교 재학 시 
전국규모대회에서 16강 이내에 든 팀의 주전선수
※ 전 종목 남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상실적 70

기초실기심사 30

중원대

수시1차

외국어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토플(IBT 57점, CBT 163점, PBT 500점), 텝스점
수 480점 또는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인 자
2. 중국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또는 신HSK 4
급 이상인 자
3. 일본어능력시험 JPT 600점, JLPT 2급 이상 또는 
N2 이상인 자
4. TORFL 기초단계 합격인증서 이상 취득한 자
5. 4년제 대학 주최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
어)경시대회 입상자
6. 제2외국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 2개 학기 이상 교과 성적 2.0등급 이내인 자
※ 공인성적은 원서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 성적을 인정함

면접 50

서류심사 50

골프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중고연맹 시합 성적 있는 자
- KPGA, KLPGA 회원 또는 시합성적 있는 자
- US PGA 회원 또는 PGA Tour(1부, 2부) 성적 있
는 자
- Japan PGA 회원 또는 JPGA Tour 성적 있는 자
※ 시합성적은 최근 3년(2009.3.1~2012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시작 전일까지)이내의 본교 인정 대회 성적
을 인정함

면접 10

서류심사 90

체육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근 3년
(2009.3.1~2012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시작 전일까지)
이내에 본교 인정 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종목 : 태권도, 축구, 수영, 카누

면접 20

서류심사 80

정시(가)
외국어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토플(IBT 57점, CBT 163점, PBT 500점), 텝스점
수 480점 또는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인 자
2. 중국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또는 신HSK 4
급 이상인 자
3. 일본어능력시험 JPT 600점, JLPT 2급 이상 또는 
N2 이상인 자
4. TORFL 기초단계 합격인증서 이상 취득한 자
5. 4년제 대학 주최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
어)경시대회 입상자
6. 제2외국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에 대한 학교생활
기록부 2개 학기 이상 교과 성적 2.0등급 이내인 자
※ 공인성적은 원서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 성적을 인정함

면접 50

서류심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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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중원대 정시(가) 체육 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근 3년
(2009.3.1~2012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시작 전일까지)
이내에 본교 인정 대회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종목 : 태권도, 축구, 수영, 카누

면접 20

서류심사 80

청운대 수시1차
방송/공연/영
화/조리관련
분야특기자

- 전국규모의 방송영상공연영화조리관련분야 공모전 
입상자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방송영상조리관련분야 캠
프 또는 특별강습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방송영상공연이벤트관련분야 동아리 활동자
-공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영상관련분야 동아 리 
활동자
-예술고등학교 출신자

학생부 100

수상및활동실적 가

산점

청주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2009년 1월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축구특기자

 실기 50

 입상실적 50

-태권도,유도,펜싱

 면접 30

 입상실적 70

초당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고교재학 중 광역시 · 도급 이상의 대회에서 개인 또
는 단체 8위 이내 입상자 
축구의 경우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대
회에서 소속팀경기 숫자의 30이상 출전했거나 재학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규모 고교 대회에서 8강 이내
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수시2차 체육특기자

고교재학 중 광역시 · 도급 이상의 대회에서 개인 또
는 단체 8위 이내 입상자 
축구의 경우 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대
회에서 소속팀경기 숫자의 30이상 출전했거나 재학중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규모 고교 대회에서 8강 이내
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총신대 수시
외국어(영어)

우수자

-영어교육과
 TOEFL IBT-94점 이상, TOEIC 800점 이상,
 TEPS 689점 이상
-영어교육과 이외
 TOEFL IBT-87점 이상, CBT-227점 이상,
 TOEIC 735점 이상, TEPS 611점 이상
* 2009년 11월 1일 이후 취득자
* TOEIC은 국내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외국어성적 60

면접 40

탐라대 수시 체육특기자

-야구, 태권도 :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 16강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자 또는 지역대회 4강 이
내의 실적이 있는 자
-축구 :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 16강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자 또는 당해년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에서 소속팀 경기 시간의 30 이상 경기
에 출전한 자
-골프 :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의 대회 예선통과 실적
이 있는 자 또는 지역대회 4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50

경기실적 50

한  국
국제대

수시1차

일어 JPLT3급 이상, JPT 600점 이상

학생부 40

공인자격 및 점수 

  60

미용 미용, 피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학생부 40

자격증 60

체육

1.사회체육학과
 1)대학 및 공인된 시 단위 이상의 규모대회 4위 이
내 입상자
 2)2011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대회에서 소
속팀 경기 시간의 30이상 출전했거나 재학중 대한축
구협회 주최 전 국규모 고교대회에서 32강 이내의 성
적을 기록한 선수
2. 특수체육교육과 
 1) 육상트랙(여자2명)
   ☞ 전국체전, 대통령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
회 6위 이   내 입상자
   ☞ 중고연맹(춘계,추계), 윔블리치중고연맹, 전국
종별선수   권, KBS배전국육상선수권, 구간마라톤 대
회 6위 이내 입   상자
   ※ 기타 입학전형 및 공정관리 대책위원회에서 인
정하는 대   회, 구간마라톤대회는 6,7,8위를 동일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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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등위로 인정
 2) 청각장애인선수
 지원 당해 연도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16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 포함) 및 대한농아인스포츠연맹에 선
수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플림픽) 입상자
 ☞ 최근 3년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최근 3년간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정 국내-외 대
회 3위  이내 입상자
 ☞ 성별제한
 ☞ 팁보행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자

한국산업
기 술 대

수시2차

기능 및 
발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교지정 기능 및 발명대회, 
산학협동 산업기술대전에서 지원학과별 동일계 직종
에 입상한 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전국기능경기대회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 전국과학전람회
-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산업디자인공학과만 해당)
- 산학협동산업기술대전
- 생산기반기술경기대회

학생부 70

수상실적 30

어학우수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어학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어학성적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
- 영어 : TOEIC 800점, TOEFL PBT573점/CBT230
점/iBT90점, TEPS 730점 이상
- 중국어 : 구)HSK 7급 이상, 신)HSK 5급 195점 이상

-1단계 : 3배수

 학생부 50

 어학성적 50

국외고교 졸업(예

정)자:어학성적 100

-2단계 : 1배수>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외국어

능력, 논리력, 사고

력 평가)

체육(산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교지정 산악회의 추천
을 받은 자
-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학생부 70

수상실적 30

한    국
외국어대
(용인)

수시2차

FLEX외국어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으로 2010.3.1 이후 
FLEX 성적이 있거나 2009.3.1 이후 한국외국어대 주
최 외국어경시대회, 영어토론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의 
입상실적이 있는자.

-1단계

FLEX성적 210점

(70)(2배수 내외)

-2단계

1단계 성적(70)

해당 외국어 면접 

90점(30)

영어우수자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으로 2010.3.1 이후 
FLEX, TOEFL, TOEIC, TEPS 성적이 있거나 
2009.3.1 이후 한국외국어대 주최 외국어경시대회, 
영어토론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의 입상실적이 있는자.

-1단계

공인 영어성적 210

점(70)(2배수 내외)

-2단계

1단계 성적 70

영어면접 90점 30

특수외국어
우수자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로서 본교에서 교육하는 37개 특수 외국어에 능통
한 자

서류평가 70

면접 90점 30

체육특기자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 예
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대표 선수 또는 청소년 대표선수로 공식 국
제대회 출전경력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협회(연맹)또는 산하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개인전 2위 
이내 입상실적이 있는 자

실적평가 60

면접평가 40

한    국
외국어대
(서울)

수시2차
FLEX외국어

우수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으로 2010. 3. 1 이후 
FLEX 성적이 있거나, 2009. 3. 1 이후 한국외국어대 
주최 외국어경시대회, 영어토론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1단계 : FLEX 성

적 210점(70)(2배

수 내외)

-2단계 : 1단계 성

적(70)+해당 외국어

면접 90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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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    국
외국어대
(서울)

수시2차

영어우수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으로 2010. 3. 1 이후 
FLEX 성적이 있거나, 2009. 3. 1 이후 한국외국어대 
주최 외국어경시대회, 영어토론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1단계 : 공인 영어

성적 210점(70)(2

배수 내외)

-2단계 : 1단계 성

적 (7 0 ) +영 어 면접 

90점 30

특수외국어
우수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 예
정자로서 본교에서 교육하는 37개 특수 외국어에 능
통한 자

서류평가 70

면접 30

한남대 수시1차

디자인
특기자

ㆍ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 받는 
자로 최근 3년 이내(국제기능경기대회는 4년 이내) 
아래 수상실적이 있는 자

-국제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대한민
국 청소년 디자인전람회 특선이상 입상자/ 4년제 종
합대학 주최 전국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분야별 최고
위상을 1위로 하여 3위 이내 입상자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체육특기자

ㆍ특기자 심사년도(2011년도)를 기준으로 3개년도
(2011, 2010, 2009) 이내에 선수 등록한 국내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외국고교과정 이수자 제외)로 본교에
서 인정하는 국내ㆍ외 대회에 아래와 같이 입상한 자.

■ 국내대회 :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 단체가 주
최한 대회
 1.심사년도: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개인전 1
위,2위,3위 입상자
 2.심사 전년도: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개인전 1
위, 2위, 3위는 2회 이상 입상자
 3.심사 전전년도: 본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개인전 1
위, 2위 는 2회 이상 입상자, 3위는 3회 이상 입상 자
- 축구 : 전국대회 8강(리그대회 권역리그 3위 또는 
왕중왕전 8강) 이내에 입상한 자를 포함하며, 과년도 
입상실적 중 권역리그 1위와 전국대회(왕중왕전) 1, 
2위는 개인1위, 권역리그2위와 전국대회(왕중왕전) 
3,4위는 개인2위, 권역리그3위와 전국대회(왕중왕전) 
5∼8위는 개인3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참
여율을 반영  

- 탁구 : 단체 1,2,3위는 개인 3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이 경우 다음의 출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단일 대회의 4강 이상 경기에서 단ㆍ복식을 
막론하고 최소한 2게임 이상 출전해야 함. 

■ 국제 대회
 1.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상비군), 고교상비군
에 선발된 자
 2.권위있는 국제대회(Olymphic, Paralympic, 세계선
수권,   Jr.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Asian 
Paralympic Games, 아시아선수권, 동아시아선수권) 
1, 2, 3위 입상자. 다만, 축구  에서 권위 있는 국제
대회 인정은 본교 특기자 심사위원회에 서 추가적으
로 인정할 수 있다. 

학생부 20

실기 40

입상실적 40

한림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전형

*2007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외국의 고등학교 전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재학기간 중 전국규모 이상 
대회 개인(단체)전 3위(골프는 10위) 이상 입상자 또
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종목 : 씨름, 테니스, 골프,배드민턴,
조정,세팍타크로(단 올림픽종목의 국가대표선수의 경
우 종목제한없음)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

한북대 수시1차 어학특기자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의한 동등학력 인정자로서 원서접수일 기
준 2년 이내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자
1.중국어학과 : 신HSK 4급이상
2.영어학과: TOEIC 700점, TOEFL PBT 529점, CBT 
197점, IBT 71점

학생부 50

어학성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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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북대 수시1차 체육특기자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인정자로서 원서접수일 기
준 3년이내로 아래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광역시/도규모 이상 개인 및 단체전 종목대회에서 
8위 이내 입상자
2. 각 경기단체(시,도이상)에서 우수선수로 추천 받은
자

서류70

실기고사30

한성대 수시1차

무용 특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특기 분야별 본교가 지정한 
대회의 1~5위 이내 입상자(대회별 최상위 등위를 1
위로 간주)

입상실적 40

실기고사 60

미술 특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특기 분야별 본교가 지정한 
대회의 1~5위 이내 입상자(대회별 최상위 등위를 1
위로 간주)

입상실적 40

실기고사 60

영어 특기 본교가 지정한 공인영어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학생부 30

공인영어점수 70

한세대 수시

디자인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대 주최 전국규모 미술,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자
2. 정부기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상위 3위 이내 
입상자
3.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지식경제부 주최)에서 상
위 3위 이내 입상자
※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의 입상 실적
이 있어야 함(단, 입상 실적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
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실적만을 인정하며, 고등학
교 재학 중의 실적에 한하고 개인상을 원칙으로 함)

면접 30

수상실적 70

영어

- 경영학, e-비즈니스학, 경찰행정학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혹은 국
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TOEIC 
650점 이상 또는 iBT 73점 이상 또는 TEPS 526점 
이상인 자  ※ 모든 성적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
- 영어통번역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TOEIC 80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또는 TEPS 690점 이상인 자  ※ 모든 성
적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

- 경영학, e-비즈

니스학, 경찰행정학 

 면접 60 

 공인영어성적 40

- 영어통번역 : 

 면접 70

 공인영어성적 30

연기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
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1. 국내·외에서 공인된 연극(뮤지컬 포함), 영화, TV 
또는 기타 매체의 연기분야 수상자나 주연, 조연으로 
출연한 자
2. 각종 연기콘테스트, 미스코리아와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또는 같은 유형의 국내․외 선발대회 입상자
3. 연극(뮤지컬 포함), 영화, TV 또는 기타 광고매체
(CF 포함)에서 연기분야로 다수 출연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내 대(총장 및 학장)에서 개최한 연극제 수상자
※ 모든 부문에서 단체상과 아역상은 제외

면접 20

실기 30

수상실적/경력 50

족구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중 2009년 3월 1일 이후 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족구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국민생활체육전국족
구연합회 회장 및 시·도족구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
은 자

학생부 20

면접 30

실기 50

한신대 수시1차

문학특기자

2009년 3월 이후의 기간에 본교에서 인정하는 문예
창작관련 경시대회에서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
위이내에 입상한 자이거나, 언론사 및 문예지 추천 
또는 신춘문예 및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자 

학생부20

면접40

입상실적40

외국어
특기자

외국어검정시험에서 해당 모집단위가 정한 일정 수준 이
상의 점수를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

면접50

외국어성적50

한양대
(ERICA)

수시1차 체육

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체육특기자에 
한함)
3.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체육특기자에 한함)
나. 본 대학이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서류 60

면접 40

한양대
(서울)

수시1차 연기특기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
(예정)자로서 본 대가 인정하는 자격(수상실적 또는 
연기경력) 소유자

서류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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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양대
(서울)

수시1차 체육특기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
(예정)자로서 본 대가 인정하는 자격(인정대회 입상실
적) 소유자

서류 60

면접 40

한중대

수시1차 배구특기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2008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
내의 기간에 권위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개인, 단체
전) 이상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권위있는 대회의 인정범위는 본 대학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함>

학생80

면접20

수시3차 배구특기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2008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
내의 기간에 권위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개인, 단체
전) 이상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권위있는 대회의 인정범위는 본 대학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함>

학생80

면접20

협성대 수시1차

문학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전국 규모 또는 전국 4년제 대
학 주최의 경시대회에서 시, 시조, 소설, 수필 및 평
론 분야에서 장려 이상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50

서류심사 30

면접 20

어학

중어중문학과:고교졸업(예정)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한어수평고시(HSK) 5급이상(구HSK 6등
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영어영문학과:고교졸업(예정)자로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TOEFL IBT성적 61점이상/CBT성적 173
점 이상(PBT성적 500점이상) TOEIC 6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취득자

학생부 50

서류심사 30

면접 20

호남대 수시1차

의상디자인,
뷰티미용

- 뷰티미용 : 귄위있는 국제적 규모대회 또는 전국 
규모대회 동메달이상 입상자
- 의상디자인 : 귄위있는 국제적 규모대회 또는 전국 
규모대회 동메달이상 입상자 의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학생부 20

면접 80

복싱,양궁,육
상,골프,축구

,태권도

- 축구 : 2010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대회
에서 소속팀 경기시간의 30이상 출전 했거나, 재학중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대회, 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
규모대회에서 16강 이내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
- 복싱/양궁/육상/골프/태권도 : 귄위있는 국제적 규
모대회 또는 전국 규모대회 동메달이상 입상자

학생부 20

면접 80

호서대 수시1차

게임특기자

- 국제 또는 전국규모대회 및 시․군․구 이상 규모대회 
수상
(그래픽분야) 캐릭터 창작공모전, 만화공모전, 애니메
이션 작품 공모전 또는 미술대회 입상자
(프로그래밍분야)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대회 입상자
(게임기획분야) 시나리오 공모전, 게임기획 공모전 또
는 게임제작 관련대회 입상자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청소년문화
상담특기자

- 대한민국 동아리 경진대회 (1,2,3위) 입상자
-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입상자
- 전국중고등 자원봉사대회 입상자
- 청소년단체/수련시설별 대회 입상자
- 시․군․구 단위이상 청소년 관련대회 입상자
- 청소년 활동 전문영역(예: 승마, 스킨스쿠버, 댄스
스포츠, 행글라이딩,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전
통문화예술, 집단상담활동, 특수청소년지도, 보컬, 그
룹사운드 등) 시․군․구 단위이상 입상자
- 청소년 활동 관련 각종대회 입상자
- B-boy 등 관련 대회 입상자 
- 스킨스쿠버 국제단체 인증자격증 소지자
- 사무기능(파워포인트,일러스트,포토샵,3D,영상컨테
츠 등)
  자격증소지자
- 국제교류(봉사)활동 참가자
-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자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기록확인서 첨부)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로봇공학
특기자

- 국제대회(1,2,3위, 기타입상자)
- 전국특별시 대회(1,2,3위, 기타입상자)
- 광역시․도 대회(1,2,3위, 기타입상자)
- 시․도․군․구 대회(1,2,3위)
※채택내역 : 로봇제작 및 운용, 창의로봇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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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호서대

수시1차

문화창작
특기자

- 말하기, 글쓰기, 문
예창작, 문화콘텐츠분야 각종대회입상자(게임콘티, 게
임시나리오, 캐릭터창작, 각종영상물 콘티 또는 시나
리오 등 포함)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영어특기자

- 국제 또는 전국규모대회 영어관련대회 입상자
-TEPS 500점, TOEFL(CBT177점, IBT62점, PBT503 
 점), TOEIC 600점 이상자
- 지역단위(시․군․구 단위이상) 영어관련대회 입상자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중국어
특기자

- 국제 중국어 웅변 및 각종 중국어 경시대회 입상
자, 참가자
- 국내 중국어웅변 및 각종중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 국내 지역별 중국어 웅변 및 각종중국어 경시대회 
  입상자(4년제 대학이 주최한 대회 포함)
- 중국어 능력시험(HSK) 4급(新4급) 이상
- 교육부 승인 한자 경시대회 4급 이상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체육특기자

- 국제적 규모 (대한체육회가 인정, 파견한 국가대표
로서 참가한 국제대회)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자
- 오른쪽과 같은 단체에서 주최한 전국규모의 체육대
회에서 개인전8강 이내, 단체전 4강 이내 진출자
※ 수상실적은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
의 것만 인정(단, 국제적 규모의 대회는 고등학교 졸
업 후의 실적도 인정한다. 또한 단체전 4강은 최근 2
년 이내의 전적만 인정함)
※국제적 규모의 경기, 전국대회 경기에서 입상하여
야 함 (지원자격 기준에 한함)
※공식단체나 기관이 아닌 임의단체 주관의 경기대회 
실적은 심사에서 제외
※입상시기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정보보호
특기자

- 해킹대회 및 각종정보보호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 입상자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정보화
특기자

- 국제대회(1,2,3위, 기타입상자)
- 전국․특별시대회(1,2,3위, 기타입상자)
- 광역시․도대회(1,2,3위, 기타입상자)
- 시․도․군․구 대회(1,2,3위)
※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대회에 국한
  -채택내역 : 컴퓨터프로그래밍,하드웨어설계,컴퓨터
시스템제작, 안드로이드 콘텐츠제작
  -홈페이지제작, 워드제작 등은 제외
※ 교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인정하지 
않음.

면접고사 30

수상실적 70

수시2차
체육특기자

(탁구)

- 국제적 규모 (대한체육회가 인정, 파견한 국가대표
로서 참가한 국제대회)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수상자
- 오른쪽과 같은 단체에서 주최한 전국규모의 체육대
회에서 개인전8강 이내, 단체전 4강 이내 진출자
- 국제적 규모의 경기, 전국대회 경기에서 입상하여
야 한다(지원자격 기준에 한함)
- 공식단체나 기관이 아닌 임의단체 주관의 경기대회 
실적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30

수상실적 70

홍익대
(조치원)

수시1차 체육

2010년 2월 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
◎축구
-고교 재학 중 해당 특기종목의 전국규모 대회에서 
8강 이내 입상한 자
-대한축구협회주최 고교 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 
숫자의 40이상 출전하고, 권역별 리그 순위 3위 이내 
입상경력이 있는 자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장이 우수 선수로 추
천한 자
◎야구, 배구
-고교 재학 중 해당 특기 종목의 전국 규모 대회에서 
8강이내 입상한 자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장이 우수 선수로 추
천한 자
◎골프 
-고교 재학 중 대한골프협회가 인정하는 세계대회 및 
전국 규모대회의 개인전 20위, 단체전 10위 이내 입
상자
-KPGA, KLPGA 프로 (semi pro 포함) 선수

-체육특기자(골프 

제외) 

 학생부 10

 실기 90

-골프

 학생부 40

 실기 20

 서류 40



Ⅳ. 특별전형

 1. 특기자 특별전형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3. 특성화고교

 4. 취업자

 5. 산업대 우선선발

 6. 농․어촌학생(정원외)

 7.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8. 특성화고교졸재직자(정원외)

 9.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1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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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  릉 
원주대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입학
사정관제)

2009년 이후(포함)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에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모집학부(과)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된 특별

한 경력이있는 자

 - 특정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자

 - 특성화영역에 재능이 있는 자

 - 모집단위 전공분야에 열정을 보유한 자

검정고시성적 40
서류심사 10
심층면접 50

공무원,직업
군인자녀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  부또는 모가 현재(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재

직중인 공무원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현재(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장기복무중인 직업군인의 자녀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

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15등

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

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예체능계

열, 원주캠퍼스(문화대학,

과학기술대학): 제한없음 

(단,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학생부 100

GWNU꿈(입
학사정관제)

2011년 2월이후(포함)일반고교(인문계열/자연계

열) 및 특성화고교(실업계열)출신 졸업(예정)자

로 내신 성적이 점진적 향상을 가져온 자

-인문사회계열: 언어,외국

어,탐구영역 중 1개영역  6

등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 수리,외국

어, 탐구영역 중 1개영역  

6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50
 서류심사 50
- 2단계
 1단계성적 30
 심층면접 70

교과성적
우수자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학생부 

성적 평균 석차등급  6등급 이내(1등급 만점)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3

개학년(2009학년도∼2011학년도)기간 내에 공

인된 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국제·전국, 도 

규모 이상의 미술·공예 공모전 및 실기대회에서 

4위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관련 자

료 제출시 총 취득 점수(1,000만점)의 10 가산

점 부여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18등

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15등

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18등

급 이내

*예체능계열:제한없음 (단, 

수능은 응시를 하여야 함)

학생부 100

자격증소지자

-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전산회계2급, 회계정보사2급, 회계관리2급, 판

매관리사3급, 물류관리사, 무역영어2급, 전자상

거래관리사2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정보처

리기능사, 정보검색사3급, MCSE, SCJP, 기타 

IT관련 자격증(국가공인, 국제공인 등)중 1개이

상 소지자

- TOEIC 600점이상 취득자, TOEFL76점이상 

취득자(IBT기준), TOEFL177점이상 취득자(CBT

기준), TEPS 500 점 이상 취득자, JPT 600점

이상 취득자, 독일문화원 실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인정 시험(zertifikat)"합격 이상의 자격취

득자, HSK 초등A급이상 취득자

- 무역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

정)자로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2급, 무역영어2급, 

전자상거래관리     사2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검색사3급 중 1개이상 소

지자

 -TOEIC 600점이상 취득자, TOEFL77점이상 

취득자(IBT기준), TEPS 500점 이상 취득자, 

JPT 500점이상 취득자, HSK 초  등A급 이상 

취득자

-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 체육학과, 패션디자인학

과 : 제한없음, 단 수능은 

응시를 하여야 함

학생부 100

<국․공립대>



1196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체육학과 :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

정)자로

  -입학년도 기준 3년이내 전국 규모대회(개인,

단체) 3위이내    입상자

  -생활체육 또는 스포츠관련 자격증 2종류 이

상  소지자

- 패션디자인학과 : 2005년 2월 이후(포함) 졸

업(예정)자로

 -섬유,패션 및 디자인 전공관련 기능사(구-기

능사2급)이상,   산업기사(구-기사2급, 기능사1

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강  릉
원주대

수시

자기 
추천자(입학
사정관제)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 및 2009
년 이후(포함)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로서
-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특정분야에서 뛰
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 스스로 자신
을 추천할 수 있는 자
- 학교 내·외의 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경험 혹
은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하는 전공에 적합하다고 생
각하여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인문사회계열: 언어,외국
어,탐구영역 중 1개영역  6
등급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외국
어, 탐구영역중 1개영역 6
등급 이내

○ 1단계:  학생부
(교과/출결) 또는 
검정고시 성적 50
서류심사 50
(모집인원 3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성적 30
심층면접 70

사회적배려자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외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3호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25 참전유공자 제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3조에 
해당되는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3조의 2
에 해당되는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
직)공무원 및 그의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
녀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
녀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최근 5년(원서접수시작일
기준)동안   승선경력(5ton이상
 승선) 누적일수가 3년이상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으로 5년(원서접수시작일기준)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2012. 3. 1 현재 만35세 이상인 자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
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15등
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
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예체능계
열, 원주캠퍼스(문화대학,
과학기술대학): 제한없음 
(단,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학생부 100

강원도 
우수인재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강원지
역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자
※ 3년과정 :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시까지 또는 
수시모집일까지 계속이수

 ○ 학생부 : ㉠∼㉣ 각각 
2등급 이내이며  ㉠+㉡+㉢
+㉣= 6등급 이내 
    (국어 3과목 평균:㉠/ 
영어 3과목 평균: ㉡/ 수학 
3과목 평균:㉢/ 과학3과목 
평균:㉣)
 ○ 수능: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의 합이 6
등급 이내
(학생부와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학생부 100

글로벌 
인재(입학사

정관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8년도 이후(포함) 국
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2009년 이후(포함)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 1단계
서류심사 100
(모집인원 3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성적 30
심층면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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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원대
(춘천)

수시1차

리더십
ㅇ2011.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내에서 
각종 활동(자치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을 통
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 학생

0 일반대학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
등급 이내
0 자연과학대학 : 
 수능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ㅇ 1단계 : 모집인
원의 3배수선발
지원자격(가/부)
학생부 교과영역
(50)
서류평가(50)
ㅇ 2단계
1단계 성적(60)
면접(40)

전공역량
우수자

ㅇ2011.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원 
전공분야에 대한 학업 능력과 열의가 있는 학생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있는 자 

0 일반대학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
등급 이내
0 자연과학대학 : 
 수능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ㅇ 1단계 
지원자격(가/부)
학생부 교과영역
(40)
서류평가(60)
<1차 : 1단계 전형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모집단위별 모집인
원의 상위 40이내 
우선선발
<2차 : 면접대상자 
선발>
모집단위별 1단계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인원을 제외
한 모집인원의 3배
수 선발
ㅇ 2단계
<1차 : 1단계 전형 
성적 우수자 최저
학력기준 적용 선
발>
<2차 : 1단계 이월 
인원 및 기타 인원 
선발>
1단계 성적(60)
면접(40)

수시2차

내신성적우수
자(일반고교)

ㅇ일반대학
 - 2009. 2월 이후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서 지정과목(인문사회계 모집단위는 국어교과 
또는 영어교과,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교과 또
는 영어교과)중 1과목이 1개 학기 이상 석차등
급이 3등급(석차백분율이 상위 23 ) 이내인 자
ㅇ자연과학대학
- 2009. 2월 이후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서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중 1과목이 
1개 학기 이상 석차등급이 3등급(석차백분율이 
상위 23)이내인 자
ㅇ수의예과
  - 2009. 2월 이후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수학교과 또는 영어교과 중 1과목이 1개 
학기 이상 석차등급이 1등급 (석차백분율 상위 
4 ) 이내인 자

0 일반대학
 - 인문사회계 모집단위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평균등급이 5등급 이
내
-자연계 모집단위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중 상
위 3개 영역의 평균등급이 
5등급 이내
0 자연과학대학
 - 수능 수리, 외국어, 과
학탐구(2과목 평균)중 상위 
2개 영역의 평균등급이 5
등급 이내
0 수의예과
 - 수능 언어, 수리"가"형, 
외국어, 과학탐구(2과목 평
균)의 평균등급이 2등급 이
내

ㅇ 1단계 
지원자격(가/부)
학생부(100)
<1차 : 1단계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모집단위별 모집인
원의 상위 40 우
선선발
<2차 : 면접대상자 
선발>
모집단위별 1단계 
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인원을 제외
한 모집인원의 4배
수 선발
ㅇ 2단계
<1차 : 1단계 우선
선발 인원 최저학
력기준 적용 선발>
<2차 : 1단계 이월 
인원 및 기타 인원 
선발>
학생부(60)
면접(40)

사회보호및
공익기여자

ㅇ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
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
등급 이내(단, 소아암 등 
난치병 병력자는 1개 영역 
이상 7등급 이내)

ㅇ 1단계 : 모집인
원의 3배수선발
지원자격(가/부)
학생부(100)
ㅇ 2단계
학생부(60)
면접(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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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기복무부사관( 준
사관포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7.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소방직공무원(소방장 
이하), 환경미화원,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2013학년도 폐지 예정)
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의 자
녀
9. 소년소녀 가장
10. 소아암 등 난치병 병력이 있었던 자

강원대
(춘천)

수시2차
외국어
능력

우수자

ㅇ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에 해당하는자
 -(영어)공인어학성적이 TOEIC 820점 이상, 
TEPS 760점 이상, TOEFL IBT 83점 이상인자
(택1 충족)
 -(일본어)JPT 800점 이상, JLPT N1(택1 충족)
 -(중국어)HSK 6급 이상

<일괄합산 전형>
지원자격(가/부)
어학성적(40)
면접(60)

강원대
(삼척)

수시

사회보호(배
려)및공익

기여자

-국가(독립)유공자및(손)자녀
  독립유공자및(손)자녀
  국가유공자및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지원공
상(순직)공무원및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법률에해당하는자및자녀  5.18민주유공
자예우에관한법률에해당하는자및자녀  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해당하는자및자녀
-장기복무부사관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폐광진흥지구고교출신자
-환경미화원자녀
-차상위계층대상자
-소방직공무원자녀

 - 전체모집단위(식품영양
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
과,치위생학과,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제외) : 미적
용(단, 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식품영양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 : 
수리 또는 외국어 5등급 
이내
 -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 수리 5등급 이내
 -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
학과 : 외국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특기적성자(
레저스포츠학

과)

특기적성자 심사년도(2009. 3.～ ) 기준으로 아
래 수상실적이 있는 자
-국제대회 3위 이내 수상 실적이 있는 자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국내대회 (전국 8위 이
내 및 시·도 3위) 이내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스포츠 및 레저관련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및 단증소지자
- 국가대표 및 상비군 경력자
- 동일계(체육계열)고교 졸업(예정)자

미적용(단, 수능은 응시하
여야 함)

학생부 19.3
경기실적 48.7
면접 32.1 

특기적성자(
시각멀티미디
어디자인학과

)

중·고교 재학 당시 부터 아래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국제대회, 대학 주최(전문대학 포함), 국내대
회(정부 산하 기관 및 시·도)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디자인 관련자격증)
-국제규모대회출전자

미적용(단, 수능은 응시하
여야 함)

학생부 54.5
실적점수 45.5

특기적성자(
신소재공학과

)

․글로벌리더 추천자(해당기간 : 2009. 3. ~ 
2011. 12.)
 -봉사활동을 한 자
  ·장기간 봉사자 : 봉사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자(학생부 혹은 증   명서 제출)
  ·해외 봉사자 : 해외봉사 시간이 120시간 이
상인자(해외봉사 시간은 1   일 8시간으로 인
정)
 -창의성 활동으로 수상 한 자
  ·경시대회 참가 혹은 탐구활동 수상자 : 대학, 
시도, 시도규모의 공공단체 및 법인에서 입상 
이상을 한 자
 -어학성적 우수자
  ·어학(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고교 
내신 성적 중 1개 과목 1개 학기 성적이 3등급 

미적용(단, 수능은 응시하
여야 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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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이내인 자 혹은 토익 600점, 토플(tBT480, 
cBT173, iBT61), TEPS 500점, JPT 610점, 
JLPT 2급 이상인 자
․그룹 임원활동 역임자(해당기간 : 2009. 3. ~ 
2011. 12.)
 -학생회 임원 역임자 : 회장, 부회장, 부장 혹
은 학년장, 학급반(실)장을 1개 학기 이상 역임
한 자
 -기타 학생활동 임원 역임자 : 동아리회장, 학
보사편집장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활동의 임원 
역임자

경남과학
기 술 대

수시

사회적배려자 
및 기타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역과 애국지사이 자
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
정한 자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경찰청(서)
장으로부터 선ㆍ효행 분야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재학중 각급기관(각급
기관은 위 선ㆍ효행자에 준함)으로부터 사회봉
사 분야의 표창을 받은 자
-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기능사이상) 또는 국가이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학교장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며 지원학과(학
부)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 고등학교 재학중 지
방자치단체장(시ㆍ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구청
장, 군수)의 모범ㆍ행사참여 등으로 표창을 받
은 자
-지역학생우대선발 :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교
졸업(예정)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교이어야 
함)
-임원활동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이상), 학급반(실)장급 이상을 1개 학
기 이상 역임한 자(학교(종전)생활기록부 특별활
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거나, 학교장이 확인이 
있어야 함)
-농수산식품부 지원 영농정착교육과정 지원자 : 
영농정착교육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고등학
교의 졸업(예정)자(원서접수일 현재 만30세 이
하) ※농학ㆍ한약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과, 원
예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지원에 한함
-가업승계자

학생부 100

입학사정관제 지원학과에 대한 목표와 열정이 뚜렷한 자

-1단계
 학생부 60 
 서류심사 40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심사 30

특별전형-대
학독자적기준
전형(야간)

-산업체 위탁자 :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내결연을 체결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
인자로서 그 사용자가 위탁한 자
-산업체 근무자 : 취업기관(1-6)에서 근무한 경
력이 6월 이상인 자
-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기능사이상) 또는 국가이 공인을 받은 민간

학생부 40
항목별점수 60



1200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자격을 취득한 자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일반고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
일한 계열의 해당과정과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자영업자 : 현재 자영업 종사자로서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6월 이상 경력이 있는자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경찰청(서)
장으로부터 선ㆍ효행 분야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재학중 각급기관(각급
기관은 위 선ㆍ효행자에 준함)으로부터 사회봉
사 분야의 표창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며 지원학과(학
부)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 고등학교 재학중 지
방자치단체장(시ㆍ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구청
장, 군수)의 모범ㆍ행사참여 등으로 표창을 받
은 자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역과 애국지사이 자
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
정한 자
-고령자 : 만30세 이상인 자
-전업주부 : 결혼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
-농ㆍ어민 후계자 또는 그 자녀 : 농,림,축산, 
어업에 전념하고 있는자 또는 그 자녀가 가업의 
계승을 희망하는 자(생명자원과학대학 및 바이
오과학대학 지원에 한함)
-지역학생우대선발 :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교
졸업(예정)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교이어야 
함)
-임원활동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이상), 학급반(실)장급 이상을 1개 학
기 이상 역임한 자(학교(종전)생활기록부 특별활
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거나, 학교장이 확인이 
있어야 함)
-농수산식품부 지원 영농정착교육과정 지원자 : 
영농정착교육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고등학
교의 졸업(예정)자(원서접수일 현재 만30세 이
하) ※농학ㆍ한약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과, 원
예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지원에 한함
-가업승계자

경남과학
기 술 대

수시
지역사회기여

인재

-경남평준화지역(창원,마산,진주,김해)학군내 일
반고등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졸업자 제
외)
-경남지역내의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자립
형사립고 졸업예정자(졸업자 제외)

학생부 100

정시(나)
사회적배려대
상자 및 기타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역과 애국지사이 자
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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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준하는 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
정한 자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경찰청(서)
장으로부터 선ㆍ효행 분야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재학중 각급기관(각급
기관은 위 선ㆍ효행자에 준함)으로부터 사회봉
사 분야의 표창을 받은 자
-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기능사이상) 또는 국가이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학교장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며 지원학과(학
부)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 고등학교 재학중 지
방자치단체장(시ㆍ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구청
장, 군수)의 모범ㆍ행사참여 등으로 표창을 받
은 자
-지역학생우대선발 :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교
졸업(예정)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교이어야 
함)
-임원활동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이상), 학급반(실)장급 이상을 1개 학
기 이상 역임한 자(학교(종전)생활기록부 특별활
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거나, 학교장이 확인이 
있어야 함)
-농수산식품부 지원 영농정착교육과정 지원자 : 
영농정착교육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고등학
교의 졸업(예정)자(원서접수일 현재 만30세 이
하) ※농학ㆍ한약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과, 원
예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지원에 한함
-가업승계자

경남과학
기 술 대

정시(나)
대학독자적기
준전형(야간)

-산업체 위탁자 :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내결연을 체결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
인자로서 그 사용자가 위탁한 자
-산업체 근무자 : 취업기관(1-6)에서 근무한 경
력이 6월 이상인 자
-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기능사이상) 또는 국가이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일반고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
일한 계열의 해당과정과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자영업자 : 현재 자영업 종사자로서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6월 이상 경력이 있는자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경찰청(서)
장으로부터 선ㆍ효행 분야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재학중 각급기관(각급
기관은 위 선ㆍ효행자에 준함)으로부터 사회봉
사 분야의 표창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며 지원학과(학
부)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 고등학교 재학중 지
방자치단체장(시ㆍ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구청
장, 군수)의 모범ㆍ행사참여 등으로 표창을 받
은 자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역과 애국지사이 자
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학생부 40
항목별점수 60



120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
정한 자
-고령자 : 만30세 이상인 자
-전업주부 : 결혼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
-농ㆍ어민 후계자 또는 그 자녀 : 농,림,축산, 
어업에 전념하고 있는자 또는 그 자녀가 가업의 
계승을 희망하는 자(생명자원과학대학 및 바이
오과학대학 지원에 한함)
-지역학생우대선발 :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교
졸업(예정)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교이어야 
함)
-임원활동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이상), 학급반(실)장급 이상을 1개 학
기 이상 역임한 자(학교(종전)생활기록부 특별활
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거나, 학교장이 확인이 
있어야 함)
-농수산식품부 지원 영농정착교육과정 지원자 : 
영농정착교육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고등학
교의 졸업(예정)자(원서접수일 현재 만30세 이
하) ※농학ㆍ한약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과, 원
예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지원에 한함
-가업승계자

경남과학
기 술 대

정시(다)
사회적배려대
상자 및 기타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역과 애국지사이 자
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
정한 자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경찰청(서)
장으로부터 선ㆍ효행 분야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재학중 각급기관(각급
기관은 위 선ㆍ효행자에 준함)으로부터 사회봉
사 분야의 표창을 받은 자
-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기능사이상) 또는 국가이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학교장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며 지원학과(학
부)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 고등학교 재학중 지
방자치단체장(시ㆍ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구청
장, 군수)의 모범ㆍ행사참여 등으로 표창을 받
은 자
-지역학생우대선발 :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교
졸업(예정)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교이어야 
함)
-임원활동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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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임원(부장이상), 학급반(실)장급 이상을 1개 학
기 이상 역임한 자(학교(종전)생활기록부 특별활
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거나, 학교장이 확인이 
있어야 함)
-농수산식품부 지원 영농정착교육과정 지원자 : 
영농정착교육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고등학
교의 졸업(예정)자(원서접수일 현재 만30세 이
하) ※농학ㆍ한약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과, 원
예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지원에 한함
-가업승계자

경남과학
기 술 대

정시(다)
대학독자적기
준전형(야간)

-산업체 위탁자 :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내결연을 체결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
인자로서 그 사용자가 위탁한 자
-산업체 근무자 : 취업기관(1-6)에서 근무한 경
력이 6월 이상인 자
-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
격(기능사이상) 또는 국가이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일반고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
일한 계열의 해당과정과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자영업자 : 현재 자영업 종사자로서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6월 이상 경력이 있는자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경찰청(서)
장으로부터 선ㆍ효행 분야의 표창을 받은자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재학중 각급기관(각급
기관은 위 선ㆍ효행자에 준함)으로부터 사회봉
사 분야의 표창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며 지원학과(학
부)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 고등학교 재학중 지방
자치단체장(시ㆍ도교육감,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의 모범ㆍ행사참여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역과 애국지사이 자
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
정한 자
-고령자 : 만30세 이상인 자
-전업주부 : 결혼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
-농ㆍ어민 후계자 또는 그 자녀 : 농,림,축산, 
어업에 전념하고 있는자 또는 그 자녀가 가업의 
계승을 희망하는 자(생명자원과학대학 및 바이
오과학대학 지원에 한함)
-지역학생우대선발 :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교
졸업(예정)자(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교이어야 함)
-임원활동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이상), 학급반(실)장급 이상을 1개 학
기 이상 역임한 자(학교(종전)생활기록부 특별활
동 상황에 기록되어 있거나, 학교장이 확인이 
있어야 함)
-농수산식품부 지원 영농정착교육과정 지원자 : 
영농정착교육과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고등학
교의 졸업(예정)자(원서접수일 현재 만30세 이
하) ※농학ㆍ한약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과, 원
예학과, 동물소재공학과 지원에 한함
-가업승계자

학생부 40
항목별점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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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북대
(상주)

수시1차

예체능우수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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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학생부 20
실기고사 80

전공단위선발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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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학생부 교과 25
비교과 25
심층면접 50

국가(독립)
유공자 

손·자녀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미정 학생부 교과 100

경북대
(대구)

수시1차

KNU글로벌
인재전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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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학생부 교과 80
면접구술고사 20

전공단위
선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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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학생부 교과 25
비교과 25
심층면접 50

국가(독립)유
공자 

손·자녀등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미정
학생부 교과 100

글로벌
비즈니스리더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09. 11. 1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
지 취득한 성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TOEFL : IBT101점이상, CBT,253점이상
 나. TOEIC  : 900이상
 다. TEPS   : 838점이상

미정
공인영어성적 50
면접구술고사 50

리더십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말 이전 졸업예정
자 포함)로서 미래를 선도할 리더로 성장할 잠
재력이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미정
학생부 교과 25
비교과 25
심층면접 50

경상대 수시

입학사정관제
(개척인재)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 되는 자
 1. 개척정신이 투철하고 잠재력을 갖춘 학생
 2. 전공에 대한 비전과 열정, 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문제해결 및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학생
 3. 자신의 장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적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 학습 등)
이 있는 학생

-1단계
 학생부 50(교과   
 30, 비교과20)
-2단계
 학생부 35
 특강 및 토론, 심 
 층면접 65

입학사정관제
(농.임.어업후

계자)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 
1,2호 모두 해당되는 자
1. 부모가 학생의 고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지
역 거주
2. 부모가 현재까지 시장·군수·관련기관장이 인
정하는 농·임·어업후계자로 활동하는 자의 자녀

-1단계
학생부 500점
(교과 300점, 비교
과 200점)
-최종
 학생부 50
 심층면접 5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4조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사학과,철학과 : 언어,수리,
외국어(영어),탐구,제2회국
어/한문 영역 중 1개 영역
이 5등급 이상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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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제4조 제 1
항 제3호~제15호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6.25 
참전유공자 제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제 73조의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제 73조의2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7조제
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환경산림과학부,식품공학
과,원예학과 : 언어,수리,외
국어(영어),탐구 영역 중 2
개 영역이 7등급이상

경상대 수시

입학사정관제
(사회적배려

대상자)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 가장
-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기간을 생활한 자(인가된 아동복
지시설 수용자)

-1단계
학생부 50
(교과 30, 비교과 
20)
-2단계
학생부 50
심층면접 50

입학사정관제
(지도력
우수자)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미래의 지역사회 및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할 
잠재적 자질을 갖춘자
- 선·효행 또는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인
성을 갖춘 자

-1단계
 학생부 50(교과   
 30, 비교과 20)
-2단계
 학생부 50
 심층면접 50

공주대

수시2차
국가(독립)유
공자(손)자녀

전형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 포함)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가)
수능영역별
우수자전형

 영어영문학과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성적이 1등급인 자
 관광학부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성적이 2등급 이상인 자

수능 60
학생부 40

군산대

수시1차

새만금인재
전형

① 전국 일반(인문계열/자연계열) 고교의 졸업
예정자(졸업자 제외)
② 전국 외국어고, (해양)과학고, 자율형(공)사
립고, 국제고, 해사고 졸업예정자(졸업자 제외)
③ 전국 종합고교 일반계열 전공의 졸업예정자
(졸업자 제외)

-1단계
 학생부 70
 기타 30
-2단계
 면접 40 기타 60

특성화고교

교사추천

① 전국 특성화고교의 졸업예정자(졸업자 제외)
② 전국 종합고교 실업계열 전공의 졸업예정자
(졸업자 제외)

학생부 반영 반영교과 평균
성적 5등급 이내
* 성적반영비율 및 산출방
법은 모집요강을 준용함

-1단계
 학생부 70
 기타 30
-2단계
면접 40 기타 60

수시2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교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없음
검정고시합격성적 
100

경기실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① 모집 종목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대한체
육회 정가맹단체 전 경기 종목. 단, 다음의 본
교 육성 종목은 제외함
 * 제외종목 : 육상(남), 탁구(여), 배드민턴(여), 
복싱(남), 카누(남), 조정(남)
 ②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 또는 4
년제 대학 총장배<장관급>이상의 전국규모대회
에서 입상한 자 
 ③ 상기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대한체육회 가
맹단체로서, 특별ㆍ광역시 및 도 지부가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 (증빙서류 제출) 
 ※ 댄스스포츠 참가자는 대회참가 횟수와 관계
없이 3종목이상 출전하여 입상한 자에 한함
 ※ 골프는 세미프로 자격인정 자 포함
 ※ 종목별 구분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함
 ※ 경기대회가 2개년에 걸쳐 진행 된 경우 수
상일자를 기준으로 함

학생부 30
경기실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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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군산대 수시2차

공무원·교직
원·군인·경찰 

자녀

 원서접수일 기준 각급 관공서ㆍ학교ㆍ부대ㆍ경
찰서에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 100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각 모집단위별로 인정하는 자격증
을 1개 이상 취득한 자(최대 3개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자격증인정범위 :요강 별도 표시

학생부 80
자격증 20

대안학교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인정을 받은 대안교육 특성화고교 졸
업(예정)자

학생부 100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 
환경미화원자
녀, 선효행자, 

만학도

① 국가(독립)유공자  손ㆍ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손ㆍ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의      자녀(6.25참전유공자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교육지원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② 소년ㆍ소녀 가장
 -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의 
세대원으로 인정한 자
  ※ 증명서발급담당자가 소년ㆍ소녀가장임을 
확인해 준 서류에 한함 
③ 환경미화원 자녀
 - 환경미화원으로 5년 이상(원서접수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④ 선ㆍ효행자
 -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의 장, 시ㆍ도교육감 및 경찰청장, 
 시ㆍ군ㆍ구 의회의장, 시ㆍ군ㆍ구교육장 및 경
찰서장이 수여한 선행ㆍ효행상 수상자
    ※ 단체상은 인정하지 않음
⑤ 만학도(고령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만30세 이상인 자

학생부 100

어학능력
우수자

 영어 (영어영문학과)(행정학과)(해양경찰학과)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토플 PBT 500점, CBT 173점, IBT 61점 이
상인 자 
② 토익 600점 이상인 자
③ TEPS 500점 이상인 자

 일본어(일어일문학과)(행정학과)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JLPT 3급(240점) 이상인 자 또는 N4 이상 
합격자 
② JPT 400점 이상인 자

 중국어(중어중문학과)(행정학과)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한어수평고사(HSK) 6급(263점) 이상인 자

학생부 40
어학능력시험 60

지역고교성적
우수자

① 전북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내의 일반
고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배정 원칙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교의 졸업예정자(졸
업자 제외)
② 전북지역 내의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 
(공)사립고 졸업예정자(졸업자 제외)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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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군산대

수시2차
리더십,봉사
활동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아래 각 호 1 에 해당되는 자

- 리더십 우수자 

고교재학 기간 중 전교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

장, 부장) 또는 학급반장(실장)으로 2개학기  이

상 활동한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임원활동만 인정 함

- 교외봉사활동우수자

 ① 고교재학 기간 중 교외봉사활동 실적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기록부실적란에 기

록된 시간만 인정 함

 ※ 헌혈은 봉사활동 실적시간에서 제외

 ② 고교재학 기간 중 시ㆍ군ㆍ구(기초지방자치

단체)이상의 국가기관장으로부터 봉사상을 수상

한 자

학생부 100

수시3차

일반고교

 일반 고교(인문계열 / 자연계열)출신 학생으로 

내신성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종합고교

의 경우 보통과만 해당)

 ※ 단,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고교성적 

산출이 불가능한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특성화고교

 특성화고교(실업계열)출신 학생으로 내신성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종합고

교의 경우 전문 관련과만 해당)

 ※ 단,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고교성적 

산출이 불가능한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금  오
공과대

수시1차 지역사랑인재

대구.경북지역 소재 일반고교(종합고의 일반계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또는 기초자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차
등급이 4.5등급 이내인자

-1단계 : 2배수
 학생부 100
 (교과 70, 서류평 
 가 30) 
-2단계
 1단계 60
 심층면접 40

수시2차

교과성적
우수자

 1. 일반고교(종합고의 일반계 포함)의 졸업(예

정)자

 2. 과학고, 외국어고 졸업(예정)자

 3. 검정고시자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차
등급이 5.0등급 이내인자

-1단계 : 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국가유공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의 자녀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차
등급이 5.0등급 이내인자

-1단계 : 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KIT인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
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 모든 모집단위(단, 경영

학과 제외) : 수능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영어), 

과탐(2과목)의 합이 8등급

이내 (단, 반영영역이 모두 

3등급 이내)

2. 경영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탐(2

과목)  의 합이 8등급이내

(단, 반영영역이 모두 3등

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00

  1단계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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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금  오
공과대

수시2차

수능성적
우수자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
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 모든 모집단위(단, 경영

학과 제외) : 수능 수리지

정 및 언어,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영역(2과목평균) 

중 우수한 2개 영역을 선

택하여 합이 15등급 이내

인자(단, 수리 “가”형 지원

자의 수리영역 등급은 등급 

- 2)

2. 경영학과 : 수능 외국어

(영어)지정 및 언어, 수리, 

사회탐구영역(2과목 평균) 

중 우수한 2개 영역을 선

택하여 합이 15등급 이내

인자.

학생부 100

수능특정영역
우수자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 졸
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 모든 모집단위(단, 경영

학과 제외) : 수능 수리 또

는 과학탐구영역(2과목 평

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자

(단, 수리“가”형 지원자의 

수리영역 등급은 등급 - 

2)

2. 경영학과 : 수능 외국어

(영어) 영역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목포대 수시

농어민 
후계자 및 

자녀

지원일 현재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이 인정하는 농어민후계자 또는 그의 자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학생부 100(교과 

90, 출석 10)

국가(독립)유
공자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그의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
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 2[지원공상(순직)군경,지원공상(순직)공
무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100(교과 

90, 출석 10)

만학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면접고사 100

MNU선도산업
인재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1단계 : 학생부(교
과)40, 학생부(비
교과) 및 자기소개
서 등 60
2단계 : 1단계성적
60,심층면접40

MNU인재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1단계 : 학생부
(교과)40, 학생부
(비교과) 및 자기
소개서 등 60
-2단계 : 1단계성
적60,심층면접40

소년소녀가장

○지원일 현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원포함)으로 인정한 자
○보건 복지부에서 인,허가된 국내 아동복지시
설에서 지원일 현재 재원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
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100(교과 
90, 출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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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목포대 수시
MNU페스탈로

치(일반)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1단계 : 학생부
(교과)40, 학생부
(비교과) 및 자기
소개서 등 60
-2단계 : 1단계성
적60,심층면접40

목  포
해양대

수시

사회적배려
대상자및자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국가유공자 및 그
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
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
녀,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의 자녀,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수
용자, 다문화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수리(가/나)영역과 외국어
(영어)영역의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선원자녀

해군, 해양경찰 및 선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 2011년 접수일 전 20년 이내에 
2년 이상 승선한 자의 자녀 또는 선박직원법 제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면허가 유
효한 경우에 한함)를 소지한 자의 자녀

수리(가/나)영역과 외국어
(영어)영역의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부경대 수시

재능우수자

2009년 3월 1일(공인외국어성적은 2009년 10
월 1일) 이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리대
학교 모집단위에서 정하는 대회(외국어 등)에 
입상(성적을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단계
 학생부 70
 입상실적30
(일부 종목 학생부 
40+입상실적 6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고사 20

PKNU인재
2010년 2월 이후 일반고교 및 특수목적고교 
(조기)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 관련분야에서 
재능과 역량을 갖춘자

-1단계
학생부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을 종합
적으로 평가(100)
-2단계
기본품성, 학문적
발전가능성, 전공
적합성에 관한 심
층면접(100)

부경마린인재

바다에 인접한 지자체 지역(아래의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2012년 2월 졸업(조기졸업)예
정자로서 양식, 수산, 해양 계통에 관심이 높고 
장차 수해양 전문 인재로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학생 중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당 지역 :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충남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양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
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부산 기
장군, 울산 울주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1단계 : 학생부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100)
-2단계 : 기본품
성, 학문적발전가
능성, 전공적합성
에 관한 심층면접
(100)

사회적배려
대상자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
녀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기간을 생활한 자

-1단계 : 학생부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100)
-2단계 : 기본품
성, 학문적발전가
능성, 전공적합성
에 관한 심층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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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부경대 수시

특정교과
우수자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
국어고 포함) 졸업(예정)자 중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인문사회계열
  1.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60단
위 이상 이수한 자
  2.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또는 보통교과의 외
국어교과(영어 및 제2외국어)를 20단위 이상 이
수하고 이수한 외국어교과의 평균석차등급이 3
등급 이내인 자
- 자연계열
  1. 과학계열 전문교과(수학 및 과학)를 60단
위 이상 이수한 자
  2. 전문교과 또는 보통교과의 수학교과 및 과
학교과를 40단위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수학 및 
과학교과의 평균석차등급이 3.5등급 이내인 자

수능영역 중 인문사회계 모
집단위는 외국어영역 또는 
제2외국어영역 3등급 이내,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리
영역 또는 과탐영역(2과목) 
3등급 이내 적용

학생부 100

일반고교 
학업성적
우수자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
국어고 포함) 졸업(예정)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
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 
중 1개 영역(탐구영역은 2
개 과목)이 계열에 상관없
이 3등급 이내 적용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고사 20

부산대 수시

Premier-PNU
전형 

이공계열

 - 과학(수학)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
고, 이수한 성적이 평균석차등급 3등급 이내인
자(성적상위 30단위만 평균석차등급 산출)
 - 보통교과의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중 심화선택
과목을 30단위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평균석차등급 3등급 이내인자(성적상위 30단위
만 평균석차등급 산출)
 - 과학과 수학 전문교과(심화선택과목 포함)를 
60단위 이상 이수한 자(단, 조기졸업예정자는 
30단위 이상 이수한자)
  심화선택과목의 전문교과 인정은 특수목적고
에서 5개 학기(조기졸업예정자는 3개 학기)를 
이수한 졸업예정자에 한함
  외국 고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국내 고교 재학
기간 중에 상기
자격요건을 취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고교 재학기간 중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경
시대회 입상자(참가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1단계 : 면접구
술고사 대상자 선
발(모집인원의 일
정배수)
학생부 교과80
실적20
 - 2단계(최종) : 
1단계 합격자를 대
상으로 모든 전형
요소별 성적을 합
산(학생부500점, 
면접구술고사500
점)하고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
여 고득점자 순으
로 선발

Premier-PNU
전형 

인문ㆍ사회계
열

- 외국어 전문교과(영어와 제2외국어)를 20단위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평균석차등급 2
등급 이내인자(성적상위 20단위만 평균석차등급 
산출)
- 보통교과의 외국어교과(영어와 제2외국어)를 
20단위 이상 이수하고, 이수한 성적이 평균석차
등급 2등급 이내인자(성적상위 20단위만 평균석
차등급 산출)
- 외국어 전문교과(영어와 제2외국어)를 60단위 
이상 이수한 자(단, 조기졸업(예정)자는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외국어 전문교과(영어와 제2외국어)및 국제계
열 전문교과를 60단위 이상 이수한 자(단, 조기
졸업(예정)자는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외국 고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국내 고교 재
학기간 중에 상기 자격요건을 취득한 경우에 지
원할 수 있음.
-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우수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 1단계 : 면접구
술고사 대상자 선
발(모집인원의 일
정배수)
학생부 교과80
비교과20
 - 2단계(최종) : 
1단계 합격자를 대
상으로 모든 전형
요소별 성적을 합
산(학생부500점, 
면접구술고사500
점)하고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
여 고득점자 순으
로 선발

고교생활우수
자(교과우수
인재선발)

 ○ 2010년 2월 이후 일반 고교(종합고 일반계
열 보통과 포함)또는 특수목적고(한국과학영재
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예술고, 체육
고), 특성화고교(조기)졸업(예정)자
 단, 예술고, 특성화고는 예술대학(디자인학과 영
상정보전공, 음악학과 제외)에만 지원 할 수 있으
며, 체육고는 스포츠과학부에만 지원할 수 있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1단계 : 학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선발 
 -2단계 : 수능최
저학력기준을 적용
하여 고득점자 순
으로 선발

고교생활우수
자(예술인재

선발)

 ○ 2010년 2월 이후 일반 고교(종합고 일반계
열 보통과 포함)또는 특수목적고(한국과학영재
학교,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
고교(조기)졸업(예정)자
 단, 예술고, 특성화고는 예술대학(디자인학과 영
상정보전공, 음악학과 제외)에만 지원 할 수 있으
며, 체육고는 스포츠과학부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미술학과 조형학과 :수
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 무용학과, 한국음악학
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
적용

* 미술학과 조형학
과
-1단계 : 실기고사 
대상자 선발(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
학생부(교과)100
-2단계(최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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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든 전형요소별 성
적을 합산(교과200
점, 실기고사800
점)하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
여 고득점자 순으
로 선발
* 무용학과 한국음
악학과
- 1단계 : 실기고
사 대상자 선발(모
집인원의 일정 배
수)
학생부(교과)100
- 2단계(최종): 모
든 전형요소별 성
적을 합산(교과200
점, 실기고사800
점)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부산대 수시

고교생활우수
자(창의적인

재선발)

-2010년 2월 이후 일반 고교(종합고 일반계열 
보통과 포함)또는 특수목적고(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교(조
기)졸업(예정)자
 단, 예술고, 특성화고는 예술대학(디자인학과 
영상정보전공, 음악학과 제외)에만 지원 할 수 
있으며, 체육고는 스포츠과학부에만 지원할 수 
있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 1단계 : 모집인
원의 일정배수 학
생부(교과)100
- 2단계 :  서류
(학생부 비교과영
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
한 경우)
- 3단계 :수능최저
학력기준 적용하여 
최종합격자와 예비
후보자 순위 확정 

고교생활우수
자(체육인재

선발)

-2010년 2월 이후 일반 고교(종합고 일반계열 
보통과 포함)또는 특수목적고(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교(조
기)졸업(예정)자
 단, 예술고, 특성화고는 예술대학(디자인학과 
영상정보전공, 음악학과 제외)에만 지원 할 수 
있으며, 체육고는 스포츠과학부에만 지원할 수 
있음

스포츠 과학부: 수능 최저
학력 미적용

-1단계 : 실기고사 
대상자 선발(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
  학생부(교과)100
- 2단계(최종): 모
든 전형요소별 성
적을 합산(교과200
점, 체육 수상실적
800점)하고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

사회적배려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인가된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6.25참전 유공자 제외)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의자 및 그의 자녀 
○ 백혈병 소아암등 난치병 병력자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서 추천한 자
○ 다문화가정 자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
후 결정하여 공지함.

-1단계 : 모집인원
의 일정배수
 학생부(교과)100
-2단계 : 서류(학
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에세
이 등) 평가, 심층
면접(서류평가 결
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단계 : 수능최저
학력기준 적용하여 
최종합격자와 예비
후보자 순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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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울과학
기 술 대

수시

특정교과
우수자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기계공학과, 제품설계금형
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건
설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전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제어계측
공학과,컴퓨터공학과, 매체
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
공학과,안경광학과 : 수리"
가"형과 물리 합이 4등급 
이내
- 신소재공학과, 환경공학
과 : 수리"가"형과 화학합
이 4등급 이내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MSDE전공,IT Management 
: 수리"가"형과 물리 합이 
4등급 이내
- 글로벌테크노경영프로그
램 : 수리영역과 영어 영역 
합이 4등급 이내
- 안전공학과 : 수리"가"형
이 2등급이내
- 정밀화학과 : 외국어영역
(2등급 이내 필수)과 화학
영역 합이 4등급 이내
- 경영학과, 행정학과 : 정
치, 경제 각 1등급
- 문예창작학과 : 언어영역 
1등급 이내
- 영어과 : 외국어영역 1
등급 이내

- 학생부100(학부
(과)별 지정된 특
정교과 성적만 반
영)

우수발명
(기능)자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
 - 특허청 주최(전국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 전
시회 입상자
 - 특허청 주최(전국대회) 창의력올림피아드 입
상자
 - 특허 및 실용신안권 취득자[발명(고안)자와 
취득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1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2
개 교과목 선택) 중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
대학
   : 2개영역(수리 “가”형 
4등급 이내 필수)합이 8등
급 이내
 - 조형대학 : 2개영역(언
어영역 4등급 이내 필수)합
이 8등급 이내
 - 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
회(1위) : 2개 영역 합이 
10등급 이내

- 학생부 50, 면접
구술고사 50

특기자 

<스포츠과학과>  

․ 사격. 스피드스케이트 : 특기자 심사년도 

(2011년 1월1일 ~ 2011년 9월) 기준으로 국제

대회 및 국내대회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정구 : 특기자 심사년도 (2011년 9월) 기준으

로 최근 3년 이내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3위 이

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국제대회(사격(소총, 여자). 정구. 스피드스

케이트) 3위 이내의 수상

 - 국내대회(사격(소총, 여자). 정구. 스피드스

케이트) 3위 이내의 수상

<조형대학>전국규모 미술 실기대회 3위 이내 입

상자 또는 본교 미술 실기대회 4위 이내 입상자

   ․ 2010. 1. 1 ～ 2011. 9. 기간 중 대회 총 

참가인원이 3,000명 이상인다음의 기관이 주최

한 전국규모 미술대회

     - 주요 방송사(지상파 방송사)

     - 주요 신문사(중앙일간지에 한함)

․ 스포츠과학과 : 최저학력
기준 없음
․ 조형대학, 문예창작학과 : 
언어영역 5등급 이내

스포츠과학과
수상실적 100

조형대학
학생부 20
수상실적 80

문예창작학과
학생부 20
실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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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 최상위 등위를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및 4위 이내를 말함(본교가 인정하는 등위는 해

당 대회 주최기관이 대회전에 발표한 시상내용

의 등위)

   ․ 공모전 및 단체상은 제외

<문예창작학과>  고교재학 이후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아래 주요(지역)일간지에서 주최한 신춘문예 2

위 이내 수상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

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대구매일, 국제신문, 

대전일보, 전북일보, 강원일보, 한라일보

․ 불교신문 및 평화신문에서 주최한 신춘문예 2

위 이내 수상자

․ 새얼문학상 수상자(2위 이내)

․ 아래 주요문예지 신인상 및 추천완료자(2위 이

내)

   - 현대문학, 문학사상, 문학동네, 현대시, 현

대시학, 문학과사회, 창작과비평, 작가세계, 세

계의 문학, 어린이문학, 한국소설, 월간문학

․ 대산문학상 수상자 (2위 이내)

․ 아래 대회의 순수 문예창작 분야 ․운문, 산문, 

드라마․에서 3위 이내 수상 실적이 있는 자. 

(단, 산문에서 독후감과 수기는 제외함.)

   - 4년제 대학이 주최한 전국규모대회에서 3

위 이내 수상자

   - 공중파 방송사에서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

에서 3위 이내 수상자

   - 문인협회, 작가회의가 주최한 전국규모 대

회 3위 이내 수상자

※ 수상 실적은 총 3점 이내로 제출하며, 모든 

실적의 배점은 합산하되 실적평가 최고점까지 

인정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일장 장원 수상자로

서, 본 전형으로 입학 시 특전이 주어짐.

서울과학
기 술 대

수시

잠재능력우수
자 특별전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
범이 되며, 학업성취 잠재력을 갖춘 자로 학교
장이 추천한 자
 ․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일반과정 이수
자
 ․ 특목고 중 외국어고등학교 및 과학고등학교

- 1단계  : 학생부 
100(4~5배수) 
- 2단계 : 학생부 
50, 면접구술고사 
50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등 다양
한   요소를 면접
구술고사 성적에 
반영)

전공적성우수
자 특별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1단계
학생부 100 (60배
수)
2단계
전공적성 시험 
90(4지선다형의 객
관식)
학생부 10

영어우수자 
특별젼형

국내외 고등학교 2011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공인영어성적 우수
자(TOEIC 840점, TOEFL(CBT)247점, 
TOEFL(IBT)98점, TEPS 743점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외
국어, 수리, 탐구영역(2개 
교과목 선택) 중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
대학, MSDE전공, IT 
Management : 2개영역(수
리 "가"형 4등급이내 필수)
합이 8등급 이내
- 조형대학 : 2개영역(언어
영역 4등급 이내 필수)합이 
8등급 이내
 - 인문사회대학, 글로벌테
크노경영프로그램: 2개영역
(언어영역 3등급 이내 필
수)합이 6등급 이내

공인영어성적
(70~90)
면접(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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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울과학
기 술 대

정시(나)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호
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
인 및 자녀((외)손자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9호~제11호, 제13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대
학, MSDE전공, IT 
Management :
   - 2개영역(수리영역, 외
국어영어)합이 8등급 이내
․ 인문사회대학, 글로벌테크
노경영프로그램 : 
   - 2개영역(언어영역, 외
국어영역)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 40
수능 60

수능우수자 
특별전형

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다음의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대학, MSDE전공, IT 
Management:  수리“가”형이 3등급 이내
- 인문사회대학, 글로벌테크노경영프로그램 : 
언어영역이 2등급 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차세대지도자
장학생 

특별전형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하
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대학(스포츠과학과 제
외), MSDE전공, IT Management : 수리영역 
“가”형과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2등급 이내이
고, 언어영역과 과학탐구영역(2개교과목 선택)
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스포츠과학과, 글로
벌테크노경영프로그램
  :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이 2등급 이내이고, 
수리영역(“가”형 또는 “나”형 중 택일)과 사회
탐구영역 (2개교과목 선택)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250점, 수
능 600점, 면접 
150점

서울대 수시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1(사

범대학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

중.소규모 군 지역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협
력과 해당 지자체 학비지원을 전제로 선발(졸업 
후 출신 지역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 
선발대상은 도서벽지를 비롯한 중.소규모 군 지
역 학생 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자. 선발
인원 사범대학 모집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외
로 선발. 구체적 전형방법 미확정

구체적 전형방법 미확정
구체적 전형방법 
미확정

지역균형선발
전형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
업예정자 제외)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고등학교별 추천인원 2명 이내)

수능 4개영역(언어,수리,외
국어,탐구) 중 2개 영역 2
등급 이내

서류평가(교과, 교
과외), 면접  100

서  울
시립대

수시1차

UOS포텐셜 
특별전형

2011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로서 모집단위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1단계(5배수) :   
 예비평가 100
-2단계(3배수) :   
 서류평가 100
-3단계 : 심화다면 
 평가 100

베세토니안 
특별전형

2010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영어
  ① TOEFL : IBT 100점 이상
  ② TEPS  : 810점 이상
2) 일본어
  ① JPT 800점 이상
  ② 新JLPT N1급 이상
3) 중국어 : 新HSK 6급 이상
4) 한문 분야 : 공인한자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경우 원서 접수 마
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자격만 가능

-1단계(5배수)
 학생부 40
 특기성적 60
-2단계
 1단계 30
 특기재평가 70

사이언스파이
오니아 

특별전형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2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일반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수학교과 또는 과학교과 전 학년 
등급 평균이 1.5이내인 자   
2) 2010년 2월 이후 국내 특목고 중 국제/외국
어/과학 고교 졸업(예정)자

-1단계(6배수)
 학생부 90
 서류 10
-2단계
 1단계 점수 30
 심층면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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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시립대

수시1차

서울핵심인재 
특별전형

2010년 2월 이후 서울시 소재 국내 정규 일반 
고교 졸업(예정)자

ㅇ학생부 우선선발 : 없음.
ㅇ 수능조건선발
- 인문 : 언,수,외 등급합
이 4이내
- 자연 : 언,수,외 등급합
이 6이내
단 미선발 인원이 있을 경
우 다음 조건으로 선발함.
- 인문 : 언,수,외 등급합
이 5이내
- 자연 : 언,수,외 등급합
이 7이내

ㅇ 모집인원 30% 
: 학생부(100) 우
선선발 
- 학생부 100

 ㅇ 모집인원 70% 
: 수능조건선발
학생부 100

코스모폴리탄
리더 

특별전형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2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일반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영어교과 또는 사회교과 전 학년 
등급 평균이 1.5이내인 자
2) 2010년 2월 이후 국내 특목고 중 국제/외국
어/과학 고교 졸업(예정)자

-1단계(6배수)
 학생부 90
 서류 10
-2단계
 1단계 점수 30
 심층면접 70

수시2차
유니버시안 
특별전형

2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수리, 외국어 중 1개 영역 
이상 1등급(단, 나머지 영
역은 3등급 이내)

학생부 100

정시(나)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서울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원서접수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서울시 거주자인 고교졸업학력검
정고시 합격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
열과 애국지사
2) 본인 또는 부모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해당되는 자
3) 본인 또는 부모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 
해당자
4) 본인 또는 부모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
5) 본인 또는 부모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6) 서울시 거주자로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소년
소녀가장으로 인정된 자
7) 서울시 거주자로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인정된 자와 그의 자녀
8) 서울시 거주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이와 동등한 자 포함) 또는 그의 자녀 (※ 차상
위계층 확인방법은 추후 공지)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산업재해
자로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10)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10
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11) 군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ㅇ 인문계열 : 언어, 수리
가형 또는 나형, 외국어, 
사회탐구(2과목 이상)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ㅇ 자연계열 :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 과학탐구(2
과목 이상) 영역 중 2개 영
역 이상 3등급 이내

서류(수능,학생부 
포함) 40
면접 60

청렴공무원
자녀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추고 청백리상(행정안전
부)이나 청백봉사상(행정안전부·중앙일보사 공
동) 및 민원봉사대상(행정안전부·SBS 공동)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자녀로서 수능최
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2과목 이상)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능 70

순천대 수시1차

검정고시출신
자전형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성적 
66.7
면접 33.3

국가독립
유공자자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자유
상이자 및 지언대상자 포함, 6.25참전유공자 제외)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
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의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에 한함)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66.7
면접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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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ㅇ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검정고시합격자, 왹구의 고등학교과정 이수
자, 교과교육소년원 고등학교과정 이수장 등 학
교생활 기록부에 의하여 고교성적 산출이 불가
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순천대

수시1차

만학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30세 
이상인 자

면접 100

추천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ㅇ 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회 간부(학급은 반장/
부반장/대의원, 학생회는 회장/부회장, 동아리 
회장/부회장)를 역임한 자 중에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ㅇ 고등학교 재학 중 선/효행 또는 타의 모범으
로 수상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 또는 담
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ㅇ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학부(과)의 전공에 대
한 자질이 인정되어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6.7
면접 33.3

수시2차 추천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ㅇ 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회 간부(학급은 반장/
부반장/대의원, 학생회는 회장/부회장, 동아리 
회장/부회장)를 역임한 자 중에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ㅇ 고등학교 재학 중 선/효행 또는 타의 모범으
로 수상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 또는 담
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ㅇ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학부(과)의 전공에 대
한 자질이 인정되어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부 100
(사범대학은 학생
부 66.7, 면접 
33.3)

안동대 수시

나라사랑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고사 및 
인성적성검사 20

ANU 
핵심인재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수능성적 최저 자격기준 적
용(세부내용은 추후 확정)

-1단계: 5배수
 학생부 교과 60  
특별자격기준 40
-2단계: 100
 심층면접 50
 1단계 점수 50 

학과특성화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1단계
학생부 37.5, 특별
자격기준 62.5
-2단계
 학생부 30
 면접고사 및 인성 
 적성검사 20
 특별자격기준 50

지역고교 
자기추천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 지원 가능자 중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능성적 최저 자격기준 적
용(세부내용은 추후 확정)

-1단계: 5배수
 학생부 교과 30,  
 특별자격기준 70
-2단계
 심층면접 50
 1단계 점수 50 

울산과학
기 술 대

수시1차

과학영재 및 
글로벌 리더 

전형

가. 이공계열 : 수학 과학 분야의 뛰어난 역량
이 있는 자 또는 학업능력이 매우 우수한 자
나. 경영계열 : 수학 외국어(영어) 분야의 학업 
능력이 매우 우수한 자 또는 이공계열 지원 자
격을 갖춘 자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기회균등 
전형

 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동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다.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
자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5.18민
주유공자 및 자녀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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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울산과학
기 술 대

수시1차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

가. 울산광역시 소재 고교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이수기간동안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자
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울산광역시 소재 일
반고 및 자율고 졸업(예정)자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고 및 자율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당 3명이내)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수시2차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며, 지원분야와 관련된 
뛰어난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UNIST의 비전
을 공유하며 정직한 인성을 가진자
※  외국고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1단계 
 종합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인천대

수시1차

논술우수자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학생부 40
논  술 60

교과성적(내
신)우수자

ㅇ전모집단위(동북아국제통상학부 제외) : 2010
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ㅇ동북아국제통상학부 : 2010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
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3학년1학기까
지 특정3개 교과군(국어, 사회, 영어)의 이수교
과목 석차등급 ‘1등급‘이 10개 이상인 자
-2010년 이후부터 원서접수일까지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는 자
 ·영어 : TOEIC 850점, TOEFL(CBT) 243점, 
TOEFL(IBT) 96점 이상인 자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7급 이상 또는 
신HSK 5급(총점 225점) 이상
 ·일본어 : JPT 900점, JLPT 1급(330점) 이상 
또는 JLPT N1급(160점) 이상인 자
 ·러시아어 : 서울대어학검정시험(SNUL) 70점 
이상인 자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2단계(공연예술
 학생부 60
 실  기 40
-2단계(체육교육)
 학생부 40
 면  접 20
 실  기 40

국가(독립)유
공자 및 

사회적배려대
상자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직업군인,경찰직,소방직,교정직,집배원,환경미
화공무원으로 15년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인천도서지역
(읍.면)출신자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인천
도서(섬)지역(읍.면) 출신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외국어고(국
제고),과학고(
영재고),예술

고,체육고 
출신자

2010년 2월이후 특수목적 고교졸업(예정)자
-인문사회계 모집단위 : 외국어고(국제고) 출신
-자연계 모집단위 : 과학고(영재고) 출신
-공연예술학과 : 예술고 출신
-체육학부 : 체육고 출신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2단계(공연예술
 학생부 60
 실  기 40

수시2차
U I 

차세대리더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해당되는자

-인문사회계열 :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1>)중 2개영역 
이상이 1등급인 자
-자연계열 : 수능 4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1>)중 2개영역 이상
이 1등급인 자
-소비자아동, 패션산업 : 
수능 4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1>)중 2개영역 이상이 1
등급이내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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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인천대

수시2차
지역우수인재

(수도권)
2010년 2월 및 이후 인천,서울,경기소재 고교졸
업(예정)자

- 인문사회계열(주간) : 수
능 4개영역(언어, 수리, 외
국어, 사회탐구<1>)중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이내(사
범대는 2등급)
-자연계열(주간) : 수능 4
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1>)중 2개영역 
이상이 4등급이내(사범대는 
3등급)
-소비자아동, 패션산업 : 
수능 4개영역(언어,수리,외
국어, 사회/과학탐구<1>)중 
2개영역 이상이 3등급이내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정시(다) 수능우수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인문사회계열 : 수능 4
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1>)중 2개영역 
이상이 2등급이내
- 자연계열 : 수능 4개영
역(언어, 수리, 외국어, 과
   학탐구<1>)중 2개영역 
이상이 3등급이내
- 소비자아동, 패션산업: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수
리,외국어,사회/과학탐구
<1>)중 2개영역 이상이 2
등급이내
- 체육학부, 운동건강과학
부: 수능성적 3개영역(언
어,외국어,사회/과학탐구
<1>)중 2개영역 이상이 2
등급이내

수  능 100

전남대
(광주)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검정고시 합격 평 

 균 성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학생부성적
우수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국악과 지원자

는 고교 재학 중 국악경연대회 3위 이내 입상

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글로벌 
리더십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총학생회 임원을 역임

한 자 또는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  

 관심사100(서류평 

 가 70, 면접 30)

복수학위 
희망자

-복수학위 취득 희망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전공특성 
우수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  
 관심사 100(서류  
 평가, 면접)

농업인 
후계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
업인 후계자 또는 그의 자녀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대안학교장 
추천자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시행령 제9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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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남대
(광주)

수시

사회적 통합 
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그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또는 그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 소아암 병력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특목고 
동일계 
츨신자

- 이공계: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한국

과학영재고 출신자

- 외국어계: 외국어 및 국제계열 특수목적고등

학교 출신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특정과목 
성적 우수자

- 고교 재학 중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수학교과

군 에서 이수한 과목성적 평균2등급 이내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전남대
(여수)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검정고시 합격 평 

 균성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학생부성적
우수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전공특성 
우수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  

 관심사 100(서류  

 평가, 면접)

사회적 통합 
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그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또는 그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 소아암 병력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전북대 수시1차

큰사람 
전형(입학사

정관제)

2012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  5학기 이

상의 학생부 성적이 있는자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 평균등급이 지정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와 제출서  

 류 50

 심층면접 50

지역화합인재 
전형(입학사

정관제)

2012년 2월 전북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중 

 5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는자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 소재 고등학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역화합인재 전형’으로 추천한 자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 평균등급이 지정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

 학생부와 제출서  

 류 50

 심층면접 50

전공특성우수
자 

전형(입학사
정관제)

2012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  5학기 이

상의 학생부 성적이 있으며, 전공관련 교과를 

자기주도적으로 충실하게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

야에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을 보유한 자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 평균등급이 지정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

 학생부와 제출서  

 류 50

 심층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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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북대 수시2차

국가공헌자[
국가(독립)유

공자 및 
장기복무부사

관 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
1항 제3호 ~ 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해당하는 자
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
당 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20년 이상 부사관(준위 포함)으
로 재직하고 있는 자(전역자 제외)의 자녀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각각 지정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남학생 
특별전형

남학생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이 각각 지정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제주대

수시1차

글로컬미래교
사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잠재력과 창의력, 교직 
인.적성을 갖춘자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영역에서 각 4등급 이
내

-1단계 : 3배수
학생부 교과 60
서류 40(학생부 비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및 토론 
40

학교장추천자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자. 
단, 교육대학 초등교육과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장차 초
등교사로서의 적성 및 품성과 자질을 갖춘 자 
또는 선행이 뛰어나거나 일정한 특기를 가진 자
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수능최저학력을 적용하지 
않음 단, 초등교육과는 언
수외탐 4개 영역 4등급 이
내 적용

1단계 : 3배수
학생부 교과 60
서류40(학생부 비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2단계 : 100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40(토론제
외)

수시2차
사회적배려대

상자

아래의 ①~⑫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또는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의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
는 그의 자녀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 또는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⑤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법 제14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 생활한 자
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 군경, 지
원공상(순직) 공무원 또는 그의 자녀
⑧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유족
⑨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자
녀 학생
⑩ 다자녀가정(형제 및 자매가 3인 이상) 자녀
로서 2011 졸업자 또는 2012년 졸업예정자
⑪ 만 30세 이상인 자(1982. 3. 1 이전 출생)
⑫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잠수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조업자) 또는 그의 자녀

- 인문, 법정, 경상대학: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
역 중 2개이상의 2등급이
내(야간 모집단위 제외)
- 사범, 수의학과, 간호학
과: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
학 및 간호학과 3등급, 수
의예과는 2등급 이내(수학
교육과, 수의예과는 수리 "
가"형 응시자)
- 초등교육과: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가장 높은 
2개 과목의 평균등급 적용)
-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
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수의학과 별도적용), 공과
대학: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탐
구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
등급 적용

학생부 교과 60
서류 40(학생부 비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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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창원대 수시

국가유공자및
손자녀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로서 아래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
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  하는 자와 그
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  하는자와 그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단, 제2
조의 2(이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1항에 
해당자는 재외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및 그의 자녀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2과목)영역중 1개영
역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선효행,  
모범학생

1) 지원자격
⑴ 2012년 2월 졸업예정자(기 졸업자 제외)로서 
고교재학기간중 학교장 및 지역기관장(시․군․구
청장, 경찰․소방서장, 신뢰성 있는 시민단체 등
의 기관 포함)이 수여하는 봉사․효행․선행․모범관
련분야 표창(상장) 수상자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2과목) 영역 중 1개영
역이 5등급이내 (단, 특수
교육과, 유아교육과, 세무
학과는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일반고교 
교과성적
우수자

1) 지원자격
 2011년 2월 이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포함)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과탐(2과목) 영역 중 
1개영역이 4등급이내
(단, 특수교육, 유아교육과
는 1개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1개영역이 3등
급 이내, 세무학과는 2개영
역이 2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사회 
기여인재

1) 지원자격 
- 경남 평준화지역(창원, 마산, 진주, 김해)학군
내 일반고교 중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
하는 고교의 2011년 2월 졸업예정자(졸업자 제
외)
- 경남 지역내의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졸
업예정자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과탐(2과목) 영역 중 
1개영역이 4등급이내
(단, 특수교육, 유아교육과
는 1개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1개영역이 3등
급 이내, 세무학과는 2개영
역이 2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충남대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

-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 원서접수이전 합격증 소지자에 한함
- 201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 응시한 자

인문대학 4개 영역 합산 
20등급 이내, 기타 대학 본
교 지정 3개 영역 합산 15
등급 이내

-1단계(2배수)
검정고시 100
- 2단계
검정고시성적 50
서류평가 20
면접고사 30

PRISM인재 
전형

- 201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 열정(Passion), 책임의식(Responsibility), 
학문적 소양(Intelligence), 성실한 자세
(Sincerity), 전공부합도 및 기본수학역량
(Matching)을 갖춘 자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만 지
원 가능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특수목적고 졸업
(예정)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전문
계 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2배수)
학생부 교과성적 
62.5
서류평가 37.5
-2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50
서류평가 30
면접고사 20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간호대, 생명시스템과학대
학 본교 지정 3개 영역 합
산 12등급 이내, 인문대학 
4개 영역 합산 20등급 이
내, 기타 대학 본교 지정 3
개 영역 합산 15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
학생부성적 80
서류평가 10
면접고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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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충남대 수시

선효행및사회
봉사자 전형

고교 재학 중 남다른 열정과 리더십으로 선효행 
및 사회봉사 분야에 소정의 성과가 있거나, 탁
월한 잠재력을 가진 자

간호대 본교 지정 3개 영
역 합산 12등급 이내, 인문
대학 4개 영역 합산 20등
급 이내, 기타 대학 본교 
지정 3개 영역 합산 15등
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
학생부성적 80
서류평가 10
면접고사 10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전형

- 외국고교과정 3년 졸업(예정)자로서 초중등교
육법에 의한 12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고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여야 하며 국
내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면접 100

충북대

수시1차

지역후계농업
경영인자녀

충북지역 및 충북지역과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충북,대전,충남,경기,강원,경북)에 소재하는 고
교(특목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의거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의 자녀(관
련기관 인정)로서 출신고등학교장 또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 45
 서류평가: 55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우수인재양성
전형

2011. 2월 이후 고교 졸업자 또는 2012.2월 고
교 졸업예정자

-1단계
 학생부: 45
 서류평가 55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수시2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
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
위:가형), 외국어(영어), 과
학탐구(2과목 평균, 자연계 
모집단위만) 영역중 1~2개
이상 3~4등급이내
* 사범대 자연계(컴퓨터교
육과 제외)는 과학탐구제외

학생부 80
면접(교직적성) 20

교과성적
(내신)우수자

2009.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본교 
학생부 반영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내 교과목 중 석차등급이 4등급 이내의 교과목
이 있는 교과가 3개 이상인 자
* 3개학년 전체이수과목 대상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
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
위:가형), 외국어(영어), 과
학탐구(2과목 평균, 자연계 
모집단위만) 영역중 1~2개
이상 3~4등급이내
* 사범대 자연계(컴퓨터교
육과 제외)는 과학탐구제외

학생부 80
면접(교직적성) 2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다음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6.25참전유
공자는 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
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또
는 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
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
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
위:가형), 외국어(영어) 영
역중 2개이상 6등급이내

학생부 80
면접(교직적성) 20

수능등급
우수자

2009.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본교 
학생부 반영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내 교과목 중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인 교
과목이 있는 교과가 3개 이상인 자
* 3개학년 전체 이수과목 대상

언어, 수리(가/나형), 외국
어(영어), 탐구(2과목평균) 
수능 합이 아래등급 이내
-인문대,사회대,경영대,농
생대,생활대 인문계 : 
11-13등급
-자연대,공대,전자정보대, 
생활대 자연계 : 13-15등급
(수리나형응시자11-13등급)
-농대 자연계 : 16등급(수
리나형응시자 14등급)
-수의예과 : 7등급(수리가
형만 인정)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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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충북대 정시(가)
전공적성우수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2012년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출신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자연계열 지원자는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응
시자에 한함

학생부 10
수능 50
서류평가 40
*사범대학
학생부 10
수능 45
서류평가 40
교직적성 5

충주대

수시1차

미래형인재
뚜렷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으로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인재

학생부 100

사교육ZERO
자기성취자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교생
활을 충실히 수행한 자이거나 자기주도적인 학
습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창의적 인재

학생부 100

지역인재
충북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인재

학생부 100

수시2차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

학생부 100

만학자
고교졸업후 10년이상 경과자 또는 만30세 이상
인자

학생부 100

사회적배려자
- 기초생활수급자및자녀
- 차상위계층자및자녀
- 다문화가정자녀

학생부 100

지자체장
추천자

- 고교재학중 지자체장으로부터 수상실적이 있
는자
- 당해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자
(지자체장기준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함)

학생부 100

한경대 수시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
조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학생부 4등급 학생부 100

후계농업
경영인 자녀

후계(창업)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자의 자녀로
서 졸업 후 후계(창업)농업인을 희망하는 자

학생부 100

국가유공자 
및 자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 6.25참전 유공자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증 환
자 및 그의 자녀 ※ 수당 지급 대상자만 포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포함, 광주민주유공자 제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4등급 학생부 100

사회봉사자 
및 선효행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교 재학중 총 2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 
 ■ 고교 재학중 중앙 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교육감(장), 검찰청장(지검장,지청장) 및 
경찰청(서)장이 수여한 봉사관련 표창 또는 선.
효행상 수상자

학생부 100

지역출신 
성적우수자

안성 및 평택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3등급 학생부 100

학교장 
추천자

고교 재학중 교과성적.사회봉사 분야 및 학교생
활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교 재학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포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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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  국
교원대

수시

청람인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1순위 : 대학 수학 능력 시
험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 2등급 이내인 자
2순위 : 대학 수학 능력 시
험 4개 영역 평균이 3등급 
이내인 

- 제1단계
학생부성적 100
- 제2단계
학생부성적 80
심층면접 20

입학사정관(
교직적성우수

자)
2008년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1순위 : 대학 수학 능력 시
험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 2등급 이내인 자
2순위 : 대학 수학 능력 시
험 4개 영역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

-제1단계
학생부교과성적 
50
서류심사 50
-제2단계
1단계 성적 50
심층면접 50

독립 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 유공자 
자녀

가보훈처에 교육보호 대상자로 등록된자로서 아
래에 해당되는자
 -독립 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녀)포함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수행자를  포함한) 본인 및 
그의 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
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
(탐구영역은 상위 성적 2과
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

- 제1단계
학생부성적 100
제2단계
학생부성적 80
심층면접 20

한  국
체육대

수시

경기입상실적 
우수자 

최근2년이내 전국규모의 대회 고등부 3위이내 
입상자

학생부 35
경기입상실적 65

교과성적
(내신)우수자

ㅇ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ㅇ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ㅇ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
개영역이상 4등급이내인 자 
※탐구영역(사탐,과탐,직탐)
은 2과목평균 4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20

지역체육우수
인재전형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 중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교 교과 성
적이 5학기 이상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소속고
등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은 1명/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에 한함) 
 * 지역체육우수인재전형의 추천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
학졸업 후 출신지역의 체육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를 학
교장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수로 등록된 자
  2. 지역의 체육관련 자원봉사자
  3.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자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
개영역 이상 5등급 이내인 
자 
※탐구영역(사탐,과탐,직탐)
은 2과목 평균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20

정시(가)

국가(독립)
유공자전형

ㅇ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ㅇ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ㅇ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
항 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6.18자유상이자) 
및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ㅇ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수능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영
역 이상6등급 이내 
(탐구영역은2과목평균등급)

-사회체육학과, 스
포츠청소년지도학과
학생부 30
수능 45
실기 25
-특수체육학과
 학생부 30
 수능 45
 면접 10
 실기 15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부 30
 수능 55
 실기 15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30
 수능45
 실기 25

사회적배려
대상자및자녀

ㅇ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ㅇ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ㅇ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의 지원 자격은 원
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상 동안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총 납부 실
적을 기준)이 아래의 기준이하(가구 구성원의 건
강 보험료 총 납부 실적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수능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영
역 이상6등급 이내 
(탐구영역은2과목평균등급)

-사회체육학과, 스
포츠청소년지도학과
학생부 30
수능 45  실기 25
-특수체육학과
 학생부 30
 수능 45
 면접 10 실기 15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부 30
 수능 55 실기 15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30
 수능45  실기 25



-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국․공립대> -   1225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  국
체육대

정시(나)
수능성적
우수자

ㅇ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ㅇ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ㅇ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성적 100

한  국
해양대

수시

일반고교
성적우수자

2010년 1월 이후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포함) 졸업(예정)자

-해사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2등급 이내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
학 : 수리 영역 또는 외국
어영역 4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3등급 이내

학생부 100

아치해양인재
2010년 1월 이후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포함) 졸업(예정)자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
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
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서류평가 60
면접 40

사회적배려
대상자

2010년 1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기준
에 해당하는 자
   - 선ㆍ효행 또는 봉사분야 수상자
   - 국가(독립)유공자 손ㆍ자녀(외손 포함)
   - 소년ㆍ소녀가장, 시설위탁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 다문화가정 자녀

-해사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3등급 이내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
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
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선원자녀
2010년 1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선원법을 적
용받는 선원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과거 5
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

-해사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3등급 이내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
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
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수학능력
우수자

2010년 1월 이후 일반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포함) 졸업(예정)자

-해사대학 : 수리영역 및 
외국어영역 등급의 합이 4
등급 이내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
학 : 수리 영역 및 외국어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 100

어학능력
우수자

2010년 1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대한민국 국
적을 소지하고 지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외
국어 분야별 시험성적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영어 : TOEFL 500점 이상(CBT 173점 이상, 
iBT 6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50
점 이상 취득자
-프랑스어 : DELF 1단계 이상 통과자
-중국어 : H.S.K 중등증서 6급 이상 소지자
-일본어 : 일본어 능력시험 2급 이상 자격증 소
지자 또는 J.P.T 600점 이상인 자
-스페인어 : DELE 초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독일어:도이치 StartⅠ150~200시간 이상의 이
수자 또는 도이치 StartⅠ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해사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3등급 이내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
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
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한밭대 수시2차

군인자녀전형
부 또는 모가 직업군인으로 20년(접수마감일 기
준)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
한자

학생부 10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o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o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o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o 위에 해당되며 학교장이 추천한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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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야대
(김해)

수시1차

협력고교
출신자

본대학과 체결한  협력고교출신 학생
학생부 90

면접10

일반고교
졸업자

일반고교출신자
학생부 90

면접10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출신자

학생부 90

면접10

수시2차

일반고
출신자

일반고교출신자
학생부 90

면접10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출신자

학생부 90

면접10

정시(다)

일반고교
졸업자 일반고교 출신자

학생부 40

수능60

*사회복지(야간)

 학생부 90

 면접 10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교출신자

학생부 40

수능60

*사회복지(야간)

 학생부90

 면접10

가야대
(고령)

수시1차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고교출신자
학생부 90

면접 1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출신자

학생부90

면접10

수시2차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고교출신자
학생부90

면접1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출신자

학생부90

면접10

가    천
의과학대

수시1차

남학생
우선선발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성별이 
남자(주민등록상)인 자로 2008년 2월 졸업자 또
는 이후 졸업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30 면접 50

자기소개서 20 

사회적배려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호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 ․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의 직으로 만15년이
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제외)으로 
만15년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대학의 장, 기타 기관
장으로부터 효행상을 수상한자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장애종합등급 
1,2,3등급)의 자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30

 자기소개서 20

 면접 50

지역리더선발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인천광역
시 또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30
 자기소개서 20
 면접 50

과학교과
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교과 

심화과목(물리II,화학II,생물II,지구과학II) 중 2과목 

이상 이수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30
 자기소개서 20
 에세이 10
 면접 4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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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톨릭대

수시1차

가톨릭계
고등학교장추천

국내 가톨릭 재단이 설립한 일반 고등학교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소속 고등학교장으로 부

터 추천을 받은 자(지원자의 종교나 신앙과는 무

관함)

서류평가 50

면접구술 50

가톨릭교회지
도자추천전형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가

톨릭 사제 수품 5년 이상 된 신부, 수도회 장상

(총원장, 관구장, 지부장) 또는 가톨릭계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지원자의 종교나 신앙과

는무관함)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구술 50

글로벌리더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중 글로벌 역량 및 리더십에서 자질이 탁

월한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구술 50

논술우수자
전형

일반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해외고교출신자 제외)

*간호학과 : 수능 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
개영역 평균 2등급 이내

학생부 40

논술 60

잠재능력
우수자전형

일반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해외고교출신자 제외)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인터뷰및토론 50

정시(가)

교구장추천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울대교구 학생으로 

영세 후 만 3년 이상 경과하고 교구장의 특별추

천을 받은 자

-신학과

 학생부 50

 교리 50,

 면접(합/불)

대학수료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①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

대학 포함)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교구 성직지망자는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방송

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성직지망자는 영세 후 만 3년 이상경과한 

자로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회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일반지원자는 본당 주임신부

의 추천을 받은 남,여 가톨릭신자에 한함.

-신학과:

 전적대학성적 30

 교리 70

 면접(합/불)

국가유공자및
자손전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

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인
문계는 상위 2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생명
과학과 제외).
* 생명과학과 :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1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생활과학부:수능시험 반
영영역 중 상위 2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능 70

만학도전형

1977년 2월 28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신학과 지원자는 본당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은 

남,녀 가톨릭 신자에 한함 

-성심교정

 서류평가 50

 면접구술 50

-신학과

 논술 30 교리 70

 면접(합/불)

수도자전형

*교회법에서 인정하는 첫 서원자 이상의 수도자
(수사,수녀) 중 소속 수도원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수도회에서의 추천은 모집단위별 1인으로 제한
하며, 성직지망 수사는 지원할 수 없음

＊간호학과: 수능시험 언
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
역 중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성심교정

 서류평가 50

 면접구술 50

*간호학과

학생부 30 수능70

*신학과

 학생부 50

 교리 50

 면접(합/불)



1228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감리교
신학대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성적 60

면접 20

성경시험 20

대안학교 
출신학생

본교에서 정한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지원자격 가항)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
은자(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자기소개서 30

면접 40

성경시험 30

사회봉사자 
(학생 대상)

사회봉사에 기여한 자로 사회봉사 수상경력이 있
거나, 재학기간동안 학교 이외의 사회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단일 행사가 아닌 봉사시간) 인 자
로 사회봉사단체기관장 또는 소속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군.구
에서 공식인가 된 기관 및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기관-사설기관 및 시설은 인정하지 않음) 

학생부 60

면접 20

성경시험 20

특수성적
우수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실시
되고 결과가 나온, TOEFL, TEPS, TOEIC, 
JLPT, HSK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 TOEFL :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
상인 자, TEPS 650점, TOEIC 800점 이상인 자
▶ JLPT 2급 이상인 자
▶ HSK6급 이상인 자

학생부 60

면접 20

성경시험 20

종교지도자 
추천학생

학업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
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출석)된 자이며 
소속교회 지방감리사 및 감독, 감리교계통학교 
교목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0

면접 20

성경시험 20

학교장 
추천학생

학업성적우수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본교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생부 60

면접 20

성경시험 20

강남대 수시1차

경기실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로서 2009년 1월 1
일 이후 본교가 인정하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한 대회에서 아래의 한 기준에 해당
하는 경기실적이 있는 자
① 골프, 동계스포츠, 보디빌딩, 수상스포츠, 수
영, 태권도는 개인 8위 이내 또는 단체 4위 이내
인 자. 단, 골프는 입상실적이 없을 경우 경기대
회 중 상위 1라운드 85타 이하인 자.
② 배드민턴, 체조(댄스스포츠, 에어로빅스)은 
개인 8위 이내 또는 단체 8위 이내인 자
③ 농구, 배구, 수구, 싱크로나이즈는 단체 8위 
이내인 자
④ 축구는 8위 이내, 왕중왕전 32강 이내 또는 
지역 리그 출전경력이 있는 자.
⑤ 프로선수의 경우 해당종목의 프로협회에서 
2009년 1월 1일 이후 경기실적증명 발급이 가능
한 자

학생부 40

경기실적 60

글로벌강남

2010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모집단위와 관련한 글
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자로서 국제적인 
시야와 사고 능력, 외국문화 이해 능력, 외국어 구
사 능력, 국제적 네트워크 활용 능력, 역경극복 등 
국제화 분화에서 우수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자

-1단계(3배수선발)

 학생부 40

 서류심사 60

- 2단계

 1단계 성적 40

 심층면접 60

리더십강남

2010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리더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의 비전 및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모집단위와 관련한 리더로  성장하
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자로서 의사소통능
력, 대인능력, 도덕성. 지도력, 사회성, 역경극복 등 
리더십의 분야에서 우수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자

-1단계(3배수선발)

 학생부 40

 서류심사 60

- 2단계

 1단계 성적 40

 심층면접 60

볼런티어강남

2010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볼런티어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
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복지 분야의 우
수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
한 자로서 국제적인 시야와 사고 능력, 시민정
신, 참여의식, 봉사정신, 역경극복 등 복지분야
에서 우수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자

-1단계(3배수선발)

 학생부 40

 서류심사 60

- 2단계

 1단계 성적 40

 심층면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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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남대

수시1차

챌린지강남

2010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자
신의 비전 및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과학기술 분
야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
고 노력한 자로서 창의성, 수학, 과학, 컴퓨터, 
디자인, 발명, 도전정신, 역경극복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자

-1단계(3배수선발)

 학생부 40

 서류심사 60

- 2단계

 1단계 성적 40

 심층면접 60

교회목회자
추천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
자 포함)로 출석교회 담임목회자(목사, 천주교 
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사회기여자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로서 다음 가)~나)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독립)유공자(자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외손자
녀 포함)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6ㆍ25참전
유공자 제외)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나) 국가사회헌신봉사자 자녀
 -군인(부사관, 장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환경미화공무원, 집배공무원, 교도관직, 사회복
지관(법인)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수시2차 지역인재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소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1단계(3배수선발)

 학생부 40

 서류심사 60

- 2단계

 1단계 성적 40

 심층면접 6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문예창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09. 3. 1 이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사이에 
실시되고 결과가 나온 다음 대회의 시, 소설, 수
필, 희곡, 시나리오 및 평론 부문에서 최고위상
을 기준으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1. 언론기관이 주최한 대회
  가. 중앙일간신문(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
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신
춘문예
  나. 지방일간신문 신춘문예
 2. 전국규모의 순수문학단체 및 문예지에서 주
최한 대회:대산문화재단-대산청소년문학상,문학
사상사-청소년문학상,한국문인협회-마로니에전
국청소년백일장,창비·문학과지성사·문학사상사·현
대문학·문학동네-신인상,개천예술재단(한국예총
진주지부)-개천예술제 전국학생백일장, 대한불교
청년회-전국만해백일장,만해사상실천선양회-만
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민족문학작가회의-전국
고교생백일장,새얼문화재단-새얼전국학생백일장, 
흥사단-청소년통일문화한마당(글마당)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사탐/과탐) 영역 중 
언어영역 2등급 이내

수상경력 80

학생부 10

면접고사 10

문화콘텐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
ㆍ외에서 공인된 문화콘텐츠(만화ㆍ애니메이션ㆍ
게임ㆍ캐릭터ㆍ방송ㆍ영화ㆍ디지털콘텐츠ㆍ출판
ㆍ스토리텔링ㆍ뮤지컬 등) 분야 전국규모 공모
전, 경진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최고위상을 기준
으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이거나. 동등한 수준
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인정대회명 추후 별도 공지

수상경력 50

면접고사 50

국제화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되고 
결과가 나온 공인어학성적이 아래의 기준점수 이

-전모집단위(국제  

 학부제외)

 어학성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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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상인 자
 -인문계 (국제학부 포함) : TOEFL(CBT 250점
(IBT 100점,PBT 600점) 이상)), TOEIC(900점 
이상), TEPS(850점 이상), 
 -자연계 : TOEFL(CBT 213점(IBT 80점,PBT 
550점) 이상)), TOEIC(825점 이상), TEPS(739
점 이상), 
 -중어중문학과 : HSK((구)9급 이상, (신)6급), 
 -일어교육과 : JPT(800점 이상)

 논술 30

- 국제학부

 어학성적 50

 면접 30

 논술 2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KU자기추천
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을 갖고 해당 분야에 관련한 교내·외 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자
질을 꾸준히 길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
※ 단,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KU전공적합
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
※ 단,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1단계(6배수)

 학생부 100

-2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3단계

 2단계 성적 50

 심층면접 50

논술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논
술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인문계 :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탐구(사탐/과
탐)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 :  언
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
탐구 영역 중 2개영역 이
상 3등급 이내, 특성화학부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율전공
학부 (인문계) :  언어, 수
리(가/나), 외국어, 탐구(사
탐/과탐)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율전공
학부 (자연계) :  언어, 수
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
급 이내

논술 80

학생부 20

연기전공
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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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자유연기 100

- 2단계

 지정연기 80

 특기 20

연예특기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
ㆍ외에서 공인된 TV, 영화, 연극, 음악, 광고매
체에서 상을 받은 자 또는 주연, 조연으로 출연
한 자
 ※연예경력에 대한 증명서(연예경력증명서, 수
상실적증명서, 출연확인서, 상장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연예경력 및 출연 등을 종합한 포
트폴리오는 인정하지 않음.)

연예경력 50

면접고사 50

영상전공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
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있는 자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사탐/과탐) 영역 중 2
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학생부 50

포트폴리오면접 50

KU사랑전형

1.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2010년 2월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2.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와 
제2호(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
공자의 직계 (손)자녀 (외손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
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의 자녀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평가 50

 심층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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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마.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2,3급 해
당자의 자녀
바. 행정관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 단,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건국대
(서울)

수시1차
KU리더십

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리더십 활
동실적이 뛰어나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겸비
한 자
※ 단,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1단계(6배수)

 학생부 100

-2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3단계

 2단계 성적 50

 심층면접 50

건국대
(충주)

수시1차

스포츠계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과 같은 경기 (수상)실적이  있는 자
 1) 스포츠과학부 생활체육학전공
- 2010.3.1. 이후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가 주
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의 개인전 입
상자
- 대한체육회가 선발한 국가대표(청소년 포함)
- 해당종목 : 육상, 경영(핀수영 포함), 배드민
턴, 스키, 스쿼시, 보디빌딩, 탁구
 2) 스포츠과학부 골프지도전공
- 2009.3.1. 이후 대한골프협회가 인정하는 세
계대회 및 전국규모대회(건국대학교총장배  포
함) 개인전 20위 및 단체전 3위, 시․도 대회에서 
개인전 3위, 오픈 골프선수권대회 개인전 25위, 
APGA Tour 개인전 35위 이내의 입상자
- PGA(정회원) 및 세미프로(준회원), 국가대표 
및 상비군

면접 30

경기실적 70

KU디자인조
형(인문계)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
후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 관련 예술분야에 
잠재역량이 있는 자
*특성화고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출신자제외

-1단계 : 3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면접 90 

(프리젠테이션, 

집단토의, 개별면접)

 서류 10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교사추

천서 등)

KU자기추천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
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과정에서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 중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영역에 관심과 열정, 성취도
가 높아 그 결과에 근거해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
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특성화고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출신자제외

-1단계 : 4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면접 50

 서류 50(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글로컬인재
선발

대학 인근[충북, 강원(원주), 경기(이천,여주), 경
북(문경,상주)]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특성화고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출신자제외

-1단계 : 4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면접 50

 서류 50(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국가(독립)
유공자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
후 졸업(예정)자로서 보훈법령의 교육지원 대상
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특성화고교

출신자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후 졸업(예정)자
* 동일계열 여부 관계없음

-1단계 : 4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00

 면접 50

 서류 50(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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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건국대
(충주)

수시2차

학생부우수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
후 졸업(예정)자
*특성화고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출신자 제
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4개영역[언어영역, 수
리(가/나)영역, 외국어 영역 
및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한과목 적용)
영역]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8(간호학과: 
6)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100

디자인조형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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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4개영역[언어영역, 수
리(가/나)영역, 외국어 영역 
및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한과목 적용)
영역]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내인 자

실기 100

건동대 수시1차

기능우수자(
특기.자격증.

경력)

-모집단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국가공인) 소지자
-시,광역시ㆍ도, 전국,국제규모의 관련대회 입상자

학생부 50

입상실적 5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1.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2.국가유공자의 자녀(6.25참전유공자 제외)
 3.고엽제후유증(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4.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100

건양대 수시

KYU 꿈의 
전형(더불어 

꾸는 꿈 
전형)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인
재를 꿈꾸는 자

<전과정 참여 전형>

-1단계: 서류평가(학생부, 나의 꿈 계획서,잠

재능력(또는 활동)입증서류(필요시해당자)으로 

 기초학업능력 50, 잠재력 30, 인성 20

-2단계: 면접평가(심층면접)

 기초학업능력 50, 잠재력 30, 인성 20 

KYU 꿈의 
전형(미래로 

크는 꿈 
전형)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로서 목표를 향한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전문성으
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형 전문인재를 꿈
꾸는 자

<전과정 참여 전형>

1단계- 서류평가 : 학생부, 나의 꿈 계획서, 

잠재능력(또는 활동)입증서류(필요시해당자)으

로 기초학업능력 50, 잠재력 30, 인성 20

2단계- 면접평가 : 심층면접

기초학업능력 50, 잠재력 30, 인성 20 

KYU 꿈의 
전형(세계로 

향한 꿈 
전형)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로서 자기계발 의지와 의사소통능력, 국제사회 
적응력을 두루 갖춘 21세기 맞춤형 글로벌 인재
를 꿈꾸는 자

<전과정 참여 전형>

1단계- 서류평가 : 학생부, 나의 꿈 계획서, 

잠재능력(또는 활동)입증서류(필요시해당자)으

로 기초학업능력 50, 잠재력 30

인성 20

2단계- 면접평가 : 심층면접

기초학업능력 50, 잠재력 30

인성 20 

만학도전형
고교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만 30세 이
상인 자

학생부 80

면접 20

입학사정관(
학교생활기록

부 
외국어교과 

우수자 전형)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의사소통능력, 국제사회이
해와 적응력을 두루 갖춘 외국어교과 우수자

<전과정참여전형>

일본언어문화학과:

-1단계 서류평가  

외국어교과 70

비교과 30(5배수)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입학사정관(
지역 및 

자매고출신학
생전형)

대전, 충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자매결연 고교
졸업(예정)자

*중등특수교육과:5개영역 중 
2개영역 합산 8등급 이내

*세무학과, 간호학과, 임상
병리학과:5개영역 중 3개영
역 합산 12등급 이내

*유아교육과:5개영역 중 3
개영역 합산 15등급 이내

아래 학과를 

제외한 학과 - 

학생부 100

*초등특수교육과, 

심리상담치료학과 

- 1단계 : 학생부  

 100 (4배수)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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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의학과:수리(가), 외국어, 
과탐(생물, 물리, 화학/단, 
최소한과목 ⅱ선택) 합산 6
등급 이내

 1단계 60

 비교과 20

 면접 20

*의학과

 -1단계: 교과 70, 비교과 30(5배수)

 -2단계: 1단계 60, 논술 40(2배수)

 -3단계: 2단계 80  면접 20

*중등특수교육과

 -1단계: 학생부 100 (4배수)

 -2단계 : 1단계 60 + 비교과 20 + 면접 20

*세무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1단계: 학생부 100 (4배수)

 -2단계: 1단계 60, 비교과 20, 면접 20

*유아교육과 

 -1단계: 학생부 100 (4배수)

 - 2단계 : 1단계 60, 비교과 20, 면접 20

건양대 정시(나)
지역 및 

자매고출신
학생전형

대전, 충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자매결연 고교
졸업(예정)자

있음

-1단계

 학생부 40

 수능 60(4배수)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경기대
(수원)

수시1차

다문화가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
하는 가족의 자녀

-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50(학생

부비교과,자기소개

서 및 활동보고서)

-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디자인비즈
(일반고교)

국내 정규 일반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
출할 수 있는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 
또는 종합계 고교의 전문계반 제외)

-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 50(학생

부 비교과, 자기소

개서 및 활동보고

서, 디자인감상문)

-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개별면접

1, 개별면접2, 토

론면접)

사회경력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풍부한 사회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등 노
하우를 대학교육을 통해 보다 향상시켜 사회발전
에 공헌할 수 있는 만 35세 (1976.08.15 이전 
출생) 이상인 자

- 1단계

서류평가 100(자기

소개서 및 활동보

고서)

-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경기글로벌
리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
는 자
- 영어 : TOEIC 800점 이상, TEPS 714점 이
상, TOEFL (IBT 87점, CBT 227점 이상)
- 중국어 : HSK (신)5급이상
- 일어 : JPT 800점이상, JLPT 1급(신 N1이상)
- 불어 : DELF A2이상 합격자
- 독어 : ZD 이상 통과자
- 러시아 : TORFL 공인 1단계 이상인 자
* 어학성적은 본교에서 정한 기간내(2년) 응시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이미 취득한 자격에 
재응시할 수 없는 언어능력공인시험의 경우는 취
득일자에 관계없이 공식성적으로 인정함)

어학성적 80

면접 20

KGU유니콤
인재

- 경기도 소재 일반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 지역사회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 

-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 50(학생



1234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또는 종합계 고교의 전문계반 제외)

부 비교과, 자기소

개서 및 활동보고

서, 교사추천서)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경기대
(수원)

수시1차 KGU감성인재

-국내 정규 일반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
출할 수 있는 자로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리더
십을 가지고 있어, 장차 감성리더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 일반 또는 종합계 고교의 전문계반 제외)

-1단계: 학생부(교

과) 50

서류평가 50(학생

부 비교과, 자기소

개서 및 활동보고

서, 교사추천서)

- 2단계:  1단계성 

 적 50, 면접 50

정시(다)

다자녀가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졸업학
력 합격자로서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
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수능 100

국가유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졸업학력 
합격자로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참전유공자 포함 여
부 표시)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수능 100

경기대
(서울)

수시1차

경기글로벌
리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
는 자
- 영어 : TOEIC 800점 이상, TEPS 714점 이
상, TOEFL (IBT 87점, CBT 227점 이상)
- 중국어 : HSK (신)5급이상
- 일어 : JPT 800점이상, JLPT 1급(신 N1이상)
- 불어 : DELF A2이상 합격자
- 독어 : ZD 이상 통과자
- 러시아 : TORFL 공인 1단계 이상인 자
* 어학성적은 본교에서 정한 기간내(2년) 응시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이미 취득한 자격에 
재응시할 수 없는 언어능력공인시험의 경우는 취
득일자에 관계없이 공식성적으로 인정함)

어학성적 80

면접 20

다문화가정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
는 가족의 자녀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 50(학생
부 비교과, 자기소
개서 및 활동보고
서)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자기추천자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 및 재
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분야에 적합하다고 자
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 실적인정분야 예시: 어학, 문학, 창작, 논술, 
국가고시합격, 발명 및 특허, 리더십, 경진/경시
대회 입상, 전문자격증, 창업, 특이경력, 특수재
능, 예체능활동 등과 관련된 전 분야

-1단계
 서류평가 100(학
생부 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사회경력자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풍부한 사회 경험

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등 

노하우를 대학교육을 통해 보다 향상시켜 사회발

전에 공헌할 수 있는 만 35세 (1976.08.15 이전 

출생) 이상인 자

-1단계
 서류평가 100(자
기소개서 및 활동
보고서)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KGU감성인재
전형

-국내 정규 일반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 50(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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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할 수 있는 자로, 교과성적이 우수하고 타인에 대

한 배려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 장차 감성리더

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 또는 종합계 고교

의 전문계반 제외)

부 비교과, 자기소
개서 및 활동보고
서, 교사추천서)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경기대
(서울)

정시(다)

다자녀가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졸업학
력 합격자로서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가
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수능 100

국가유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졸업학력 
합격자로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참전유공자 포함 여
부 표시)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수능 100

경남대

수시1차 지역인재전형

경상남도(창원,김해,진주),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일반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내 고등학교의 2009년 
2월 졸업~2012년 2월 졸업예정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 포함)

*일반모집단위

 학생부 100

*면접실시모집단위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만학자전형

-고교졸업(예정)자(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로서 1989년 2월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
재 주부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
재 통산 근무기간이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학생부 90

나  이 10

지역인재전형

경상남도(창원,김해,진주),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
시 일반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내 고등학교의 2009년 
2월 졸업~2012년 2월 졸업예정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 포함)

학생부 100

학교장추천자
전형

◎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준사관·부사관 자녀
-경찰(교도관 포함)·소방공무원 자녀
-청백리수상자 자녀
-본교 주최 각종 경시·경진대회 입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선·효행상 및 봉사상 수상자
-전교회장·부회장·부장·차장·학년장·부학년장·학
급반장·부반장

학생부 100

경    북
외국어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성적 60

면접 40

만학도
198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2012년 3월 1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격이 있는 자

학생부 60

면접 40

학교장.교사
추천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 중, 한 
기준에 해당되어 출신고등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
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전교 학생 (부)회장, 
부장, 신문방송반(부)반장, 혹은 학급(부)반장, 
클럽활동반 반(부) 장으로 1학기 이상 활동한 경
력이 있는 자
․ 지원학부(과)의 전공에 대한 자질이 인정되는 자

학생부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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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    북
외국어대

수시2차

만학도
198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2012년 3월 1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격이 있는 자

학생부 60

면접 40

학교장.교사
추천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 중, 한 
기준에 해당되어 출신고등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
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전교 학생 (부)회장, 
부장, 신문방송반(부)반장, 혹은 학급(부)반장, 
클럽활동반 반(부) 장으로 1학기 이상 활동한 경
력이 있는 자
․ 지원학부(과)의 전공에 대한 자질이 인정되는 자

학생부 60

면접 40

정시(다) 만학도
198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2012년 3월 1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격이 있는 자

학생부 60

면접 40

경성대

수시1차

실기특별전형 고교졸업(예정)자
학생부 10

실기 90

목회자
추천전형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70

면접 30

입학사정관
전형

고교졸업(예정)자
교과 30

비교과및면접 70

국가유공자
자손전형

국가유공자손자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 70

면접 30

외국어
특별전형

공인외국어성적 소지자
외국어성적70

면접30

수시2차
교과성적

우수자전형
고교졸업(예정)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생부 100

정시(다) 수능전형 고교졸업(예정)자 / 수능응시자 수능 100

경운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취득성적 

90

면접 10

체육실적
우수자

1. 시군구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2. 단증(초단이상) 소지자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경기종목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학생부 47.4

체육실적 47.4

면접 5.2

입학사정관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특별한 경험이나 특정분

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로서 교사의 추천

을 받은 자

1.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5등급 이내(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

위생학과만 해당됨)

3. 심층면접에서 수학능력 

부적합자로 판단될 경우 불

합격 처리

-1단계(3배수)

 학생부 50

 자기소개서,교사 

 추천서 5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구술면접 50

국가유공자및
자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을 받는 독립  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5 .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90

면접 10

지역우대자
구미시 및 대구광역시 북구지역, 서구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수능3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

산성적이 10등급 이내인 

자(단, 군사학과만 해당됨)

2.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3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

운항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90

면접 10

수시2차 교원추천자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특별한 경험이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로서 교사의 추

천을 받은 자

2. 우리대학 교원이 모집학부(과)와 관련된 분야에 

적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1. 수능 3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

산성적이 9등급 이내인자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과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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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위생학과만 해당됨)

3. 수능3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

산성적이 10등급 이내인 

자(단, 군사학과만 해당됨)

4.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3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

운항학과만 해당됨)

경운대 정시(나)
체육실적
우수자

1. 시군구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2. 단증(초단이상) 소지자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경기종목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학생부 50

체육실적 50

경원대 수시1차

실기평가전형 2011년 1월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20

실기 80

사회공헌자
(손)자녀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

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ㆍ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 제73조, 제73 

 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3)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와 그의 자녀.

 (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

직 중인 자의 자녀(2011.9.1 기준)

 (7)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제외)으

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1.9.1 

기준)

 (8)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

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2011.9.1 기준)

적성고사 60 

학생부 40

어학우수자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

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1) 영어특기자:CBT TOEFL 230점, IBT TOEFL 

90점,TOEIC 800점,또는 TEPS700점이상취득한자

 (2) 독어특기자 ZD 4급이상 취득자(ZD(B1, 

B2, C1, C2) - sehr gut, befriedigend, 

ausreichend 성적취득자)

 (3) 불어특기자 : DELF B1 이상 합격자

 (4) 일어특기자 : 일본어능력시험 1급, N1 또는 

JPT 750점 이상

 (5) 중국어특기자 : HSK 7급 또는 신 HSK 5급 

이상 합격자

 (6) 국어특기자:(사)한국어문회 한자능력시험 2

급이상,(사)대한검정회 한자능력시험 준1급 이상

 ※단, 어학성적은 2010년 3월~2011년 9월 원

서접수 종료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1단계(5배수)

 어학성적 10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영프런티어

아래의 2개항 조건을 모두 충족한자

 (1)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내·외에서 봉사, 선행, 효행, 모범 등을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귀감이 된 자

-1단계(3배수)

 서류평가 60

 학생부 4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리더십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

래에 해당하는자 

 고교재학중 리더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잠재력이 있는자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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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원대 수시2차

G2+N3

201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학교생활기록부상 계

열별 반영교과(수학, 외국어(영어), 과학)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없으면 지원이 불

가함.

 -바이오나노학부 : 수능 

3개영역(수리, 외국어, 과

학탐구 1과목) 평균 3등급 

이내

 -소프트웨어설계ㆍ경영학

과: 수능 3개영역(수리, 외

국어, 사회탐구 또는 과탐 

1과목) 평균 3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70

 서류 30(3배수)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교과성적우수
자전형

201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학교생활기록부상 계

열별 반영교과(인문계열 : 국어, 외국어(영어), 

사회 / 자연계열 : 수학, 외국어(영어), 과학)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함.

-인문, 자연계열 : 수능 4

개영역〔언어, 수리, 외국

어, 사회(과학)탐구 1과

목〕중 2개영역 이상 3등

급 이내  

-야간학과(인문, 자연) : 

수능 4개영역〔언어,수리,

외국어,사회(과학)탐구1과

목〕중 2개영역 이상 4등

급 이내              

-한의예과 : 수능 4개영역

(언어, 수리‘가’형, 외국어, 

과학탐구 2과목)중 2개영역 

이상 1등급(과학탐구는 2과

목 모두 1등급) 이내      

-간호학과 : 수능 3개영역

(수리, 외국어, 과학(사회)

탐구 1과목)중 2개영역 이

상 2등급 이내

학생부 100

경일대

수시

지역고교우대
(입학사정관)

서울,경기,인천(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동일계고교출
신자

-사진영상학부:사진,영상,미술 관련학과 졸업(예
정)자
-디자인학부:예술고교,디자인고교,특성화고교의 
미술,디자인,패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사진영상학부

 학생부 50

 실기 50

*디자인학부

 학생부 100

교사추천자
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자로서 출

신학교 교사가 추천한 자

-간호학과:수능 4개영역 

중 3개영역 등급의 합이 

12 이내(탐구1개과목)

-응급구조학과:수능 4개영

역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

(탐구1개과목)

*전모집단위(사진 

제외)

 학생부 100

*경찰학과,소방방

재학부,간호학과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나) 수능우수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수능 4개영역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탐구2개과목)

-사진영상학부

 수능 90

 면접 10

경주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 41.2

자기추천서 58.8

사회봉사자 고등학교 재학시 봉사실적이 있는 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

과, 외식조리학과: 본교 학

생부 반영기준 6등급 이내

학생부 100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지역연고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자 포함)
학생부 100

담임교사

추천자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3학년 담임

(진학)교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100

수시2차

사회봉사자 고등학교 재학시 봉사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100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지역연고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자 포함)
학생부 100

담임교사

추천자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3학년 담임

(진학)교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100



-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사립대> -   1239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주대 정시(가)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학

과,외식조리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6등급 이내 또는 

 -. 수능3개영역 [언어, 외

국어, 탐구(탐구영역 중 상

위1과목 반영)]의 평균 등

급이 6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지역연고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자 포함)

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학

과,외식조리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6등급 이내 또는 

 -. 수능3개영역 [언어, 외

국어, 탐구(탐구영역 중 상

위1과목 반영)]의 평균 등

급이 6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담임교사

추천자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3학년 담임

(진학)교사가 추천한 자

관광경영학과,호텔경영학

과,외식조리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6등급 이내 또는 

 -. 수능3개영역 [언어, 외

국어, 탐구(탐구영역 중 상

위1과목 반영)]의 평균 등

급이 6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경희대
(국제)

수시1차

사회공헌·역
경극복대상자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공헌대상자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나.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바.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2. 역경극복대상자
  가.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
우 포함)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
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
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수용된 자
  라.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마. 조손가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
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
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바. 장애우부모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
한 장애 1~3등급인 자의 자녀

-1단계(3배수내외)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실기
우수자
(연기)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단계(10배수내외)

 기초실기고사 70

 학생부 30

-2단계

종합실기고사 70

1단계성적 30

실기우수자
(음악)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실기 80

학생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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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희대
(국제)

수시1차

고교교육과정
연계

본교가 지정한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색있는 고교, 교과중점학교, 교육과정운영 
우수학교 등의 고교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우수하
게 수행한 자
2. 본교가 예비네오르네상스인으로 선정한 자

-1단계(3배수내외)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네오르네상스

2010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1~5 중 하나에 해
당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
1.리더십인재 : 품행이 단정하고 리더십이 탁월한 자.
2. 국제화인재 : 세계시민의식과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봉사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실천
적 세계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3. 과학인재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
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과학 분야의 실용적 전문
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4. 문화인재 : 문화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
간, 자연, 사회를 성찰하고 조망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5. 모범·봉사인재 : 선행, 봉사, 모범, 공로, 효행 
등의 분야 수상자(개인상에 한하며 학업분야 수
상실적은 제외)

-1단계(3배수내외)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수시2차 경인지역학생
2008년 2월 이후 경인지역(경기도 및 인천지역)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60

논술 40

경희대
(서울)

수시1차

사회공헌.
역경극복
대상자

1. 사회공헌대상자 : 국내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다

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 다자녀(4자녀이상) 가정의 자녀

2. 역경극복 : 국내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이전에 외국국적

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사

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이

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이 실

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 조손가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

녀로 구서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

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장애우부모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

애등급 1~3등급인 자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수용된 자

-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

는 자 및 자녀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고교교육과정
연계

본교가 지정한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특색있는 고교, 교과중점학교, 교육과정운영 

우수학교 등의 고교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우수하

게 수행한 자

2. 본교가 예비네오르네상스인으로 선정한 자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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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희대
(서울)

수시1차

네오르네상스

2010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1~5 중 하나에 해

당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

1.리더십인재 : 품행이 단정하고 리더십이 탁월한 자

2. 국제화인재 : 세계시민의식과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봉사와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실천

적 세계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3. 과학인재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

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과학 분야의 실용적 전문

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자

4. 문화인재 : 문화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

간, 자연, 사회를 성찰하고 조망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5. 모범.봉사인재 : 선행, 봉사, 모범, 공로, 효행 

등의 분야 수상자(개인상에 한하며 학업분야 수

상실적은 제외)

없음(단, 한의예과 지원자
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
학/사회탐구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이내어야 함)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창의적
체험활동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나
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1단계(5배수)

 창의적체험활동보 

 고서 100

-2단계

 서류(교과성적 미 

 반영) 60,

 면접 40

계명대 수시

종목적성
우선자(체육)

고교입학 후 국가대표 선수, 청소년대표선수 또는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개인경기 종목은 5위 이
내 입상한 자, 단체경기 종목은 8강 이내 입상한 
자로서 입상경기 종목의 출전 확인이 가능한 자
단, 태권도는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내 입상한 
자, 축구는 8강 이내 입상하거나 소속팀 경기시
간의 30이상 출전한 자

서류심사 80

실기 20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 30
세 이상인 자 (1982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면접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수능 최저
학력기준 적용)

■수능 2개영역 등급합이 
5~9 기준(단, 의예과는 3개
영역 3등급 -탐구 2과목)
 -3 이내 : 의예과(수리가
형 응시자로 수능 3개영역 
등급합이 3 이내, 탐구영역 
2과목 반영)
 -5 이내 : 자율생명과학, 
영어교육, 경찰행정, 간호
 -7 이내: 자율사회,영어영
문,교육,한문교육,유아교육,
경영,심리,행정,경찰법학과
 -8 이내 : 통계, 화학, 생
물, 공중보건, 식품영양, 컴
퓨터공학, 전자공학, 화학
공학, 신소재공학, 기계자
동차공학, 게임모바일콘텐
츠, 건축학, 의용공학과
 -9 이내: 그외 40개 학과 

-1단계(5배수)

 서류심사 100

-최종선발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 수능성적 

반영(동점자 

사정원칙) 

:탐구영역 2과목 

평균성적 반영,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은 제외

잠재능력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단,특성화고 제외)로서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특별한 
경험이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자

-1단계(5배수)

 서류심사 100

-최종선발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국가(독립)
유공자자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
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
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해
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3조에 각호에 해당하는자 또는 그의 자녀

학생부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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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계명대

수시

독일어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이수한 자로서 학교생
활기록부 교과 중 독일어 해당과목 성적 평균이 
70점(미)이상인 자
②독일과 독일어권 지역에 3개월 이상 어학연수 
혹은 교육기관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
③유럽공인독일어인증자격(GER)의 A1단계("Start 
Deutsch 1")이상 및 이에 준하는 증명을 취득한 
자(독일어공인교육기관
 "Goethe-Institut" 등에서 취득)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러시아어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토르
플 기초단계 합격인증서 이상 취득한 자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스페인어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스페
인어 DELE B1(inicial)단계 이상 취득한 자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영어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공인
영어 성적이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자(공인외국어성적 적용 기준은 추후 발표)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일본어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일본
어능력시험 JPT 600점 이상 또는 JLPT 2급(또
는 N2) 이상인 자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중국어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한어
수평고시(HSK) 6급 이상인 자 또는 신 HSK 5급 
180점 이상인 자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학교장,교사,
목회자

추천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고등
학교 학교장, 교사,목회자(교목 포함)의 추천을 
받은 자

경찰행정학과, 간호학과 : 
수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의 등급 합이 8 이내

-1단계(5배수 )

 서류심사 100

-최종선발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 수능성적 반영

(동점자 사정원칙) 

:탐구영역 2과목 

평균성적 반영, 제

2외국어 및 한문영

역은 제외

정시(나) 영어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공인
영어 성적이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자(공인외국어성적 적용 기준은 추후 발표)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고려대
(서울)

수시1차

국제학부
특별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TOEFL(CBT 
270점, IBT 110점, PBT 637점) 또는 TEPS 857
점 이상 성적 제출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세계선도인재
특별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영
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
어, 스페인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과학영재특별
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수학 및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분
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단위 관련 분
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인촌인재특별
전형

고교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고교 계열별 1명씩 2명 
이내 추천

2개영역이상 2등급이내
다면평가 40

서류평가 60

수시2차
사회공헌자특

별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구분  내용
①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중 교육지원을 받는 자

2개영역이상 2등급이내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교

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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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②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
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⑤도서․벽지 근무: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의 자녀(지원시점까지 통산 5년 이상 현재 도서․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
직원의 자녀)
․교육공무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
조의 [별표]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
․일반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별표1] 지방공무
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참조
⑥부(준)사관의 자녀: 2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있는 부(준)사관의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
을 받은 자
⑦다자녀 가구의 자녀: 지원시점 현재 가족관계
증명서상 3자녀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⑧다문화 가구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
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서류및면접 40

고려대
(서울)

수시2차
World 

KU특별전형

외국 소재 정규 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혹은 졸
업예정)자로서 아래 1)과 2) 중 하나의 서류를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할 수 있는 자
 1) SATⅠ, ACT, IB Diploma, A-LEVEL 성적 
중 하나
 ※ IB Diploma와 A-LEVEL 성적증명서는 서류
제출 기간(‘바’항 참조)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
야 함
 2) 재학 혹은 졸업한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국
가의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혹은 대학입학자격
시험 성적
 ※ 학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국내 정규 고
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함(예를 들어 고등학교 
과정이 9학년부터 시작되는 경우나 중고 통합과
정인 경우 10, 11, 12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간주함)
 ※대학입학자격시험 성적은 우리나라의 대학수
학능력시험이나 미국의 SAT 시험과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학 진학을 위
해 보는 시험 성적을 의미함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성적은 별도의 대학 진학
을 위한 시험이 없는 국가에서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부여하는 시험 성적을 의미함. 개
별 고등학교의 졸업자격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해당사항없음 서류 100

고려대
(세종)

수시1차
지역고교

우수자전형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2012년 2월 졸업예정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
역 이상 3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영역 

60

서류평가 40

수시2차
사회공헌자

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
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의 자녀(일부 손자녀 포함)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의 자녀
-군 부(준)사관의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
역 이상 3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영역 

60

서류평가 40

고신대 수시1차 고신사랑
고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영
어) 포함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

면접 50

서류전형 50

*간호학과

-1단계 3배수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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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고신대

수시1차

고신인재
고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영
어) 포함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

면접 50

서류전형 50

*간호학과

-1단계 3배수     

 서류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고신나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손, 보
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면접 50

서류전형 50

수시2차

일반고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영
어) 포함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
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 
합산 4등급 이내

학생부 100(단 신

학대학,영문,의료

경영,유아,사복,재

활은 학생부 90, 

면접 10)

*간호학과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의예과

-1단계(7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10

특성화고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영
어) 포함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

학생부 100(단 신

학대학,영문,의료

경영,유아,사복,재

활은 학생부 90, 

면접 10)

*간호학과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의예과

-1단계(7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10

관동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전공분야에 대
한 뚜렷한 목표설정과 뛰어난 재능이 있어 지원 
전공에 적합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
는 자

-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영역, 수리(가,나형)영역, 
탐구영역(사/과/직) 수능 
등급의 합이 13이내 (탐구
영역은 수능 등급우수 2과
목이 평균등급 반영)
- 기타 학과 : 최저학력기
준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5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전형 3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슈바이처전형
(담임교사
추천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교 최종학년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언어영역, 수리가형영
역, 외국어영역, 과학탐구
영역 수능등급의 합이 6이
내

-1단계(5배수)

 학생부교과 5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전형 3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슈바이처전형
(목회자

추천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목회자의 추천을 받
은 자 중 타인에 대한 박애와 봉사정신이 투철하
고,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을 보이며, 성실
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을 갖춘 자

수능 언어영역, 수리가형영
역, 외국어영역, 과학탐구
영역 수능등급의 합이 6이
내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 50

학생부 비교과 20

서류전형 30

-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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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관동대

수시1차
슈바이처전형

(지역인재
전형)

강원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교 
최종학년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타인
에 대한 박애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가로
서의 사명감과 열정을 보이며, 성실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

수능 언어영역, 수리가형영
역, 외국어영역, 과학탐구
영역 수능등급의 합이 6이
내

-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성적 

50

학생부 비교과 20

서류전형 30

-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수시2차

운동선수
출신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
 (1)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후의 실업.프로
선수 중 대한체육회 가맹(준가맹) 경기단체에 선
수 등록을 필한 자
 (2)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국 종목별 연합회 종
목(단, 낚시 제외)이 광역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에 선수출전 경력이 있는 자

학생부 100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전문

계학과 졸업(예정)자  ※ 동일계열과 무관함.
학생부 100

수시3차
사회공헌자

전형
-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녀 

- 의학과 : 수능 수리가형, 
외국어영역, 과학탐구영역
(등급우수 2과목의 평균등
급 반영) 3개반영영역 등급
의 합이 4이내
- 간호학과 : 수능 수시(가
/나형)영역, 외국어영역, 
(사/과/직)탐구영역(등급우
수 2과목의 평균등급 반영) 
3개반영영역 등급의 합이 
12이내
- 기타 모집단위 : 최저학
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학생부 100

광신대 정시(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 내지 네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40

수능 20

면접 40

가정주부 가정주부
학생부 60

면접 40

교역자
교단에 관계없이 현재
1.강도사(준목) 또는 목사로 재직중인자
2.여전도사로 재직중인자

학생부 60

면접 40

교역자자녀 현재 재직중인 목사의 자녀

학생부 40

수능 20

면접 40

교회봉사자
소속교회에서 6개월이상 봉사한 자로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봉사확인서를 받은 자

학생부 40

수능 20

면접 40

목회자사모 현직 강도사 및 목사의 사모
학생부 60

면접 40

광운대

수시1차 리더십우수자

 -국내 일반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자~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 중     고등
학교 재학기간(3학년 2학기까지) 중에 전교 학생
회 (부)회장[대표], 학년 (부)회장[대표] 또는 학
급 (부)반장[대표]을 1학기 이상 수행한 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
출이 불가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4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및구술고사   

  50

수시2차
사회적배려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졸업자 또는 2012
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에 해
당하는 자 (경찰/소방/군인 자녀 및 보훈대상자)
 1)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중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된 부 또는 모의 직계자녀(원서접수 마감일 현
재 동일 직종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함)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있음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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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녀 및 손,외손자녀(증손제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4)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
출이 불가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광    주
가톨릭대

정시(가)

대학수료자 대학교 2년이상 수료자로서 사제지망자
대학성적표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5등급이내

대학성적 90

면 접 10

수도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가톨릭교회의 수도원 소속

으로 신학을 전공코자 추천된 수사,수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16등급으로 구분하여 8등
급이내

학생부 90

면 접  10

광주대

수시1차
취업자, 
만학도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① 취업자 : 산업체에 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산업체 근무자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근무자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이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

업체

-자영업자 또는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② 만학도 : 만30세(1982년 2월 28일 이전 출생

자) 이상인 사람

③ 전업주부 : 나이 제한 없음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사회적배려
대상자및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순
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전몰(전상)군경, 순직군경(공무원),
   공상군경(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사망자(부상
   자, 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
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희생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
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 
자) 및 그의 자녀
- 도서벽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경찰, 
군인(부사관이상), 소방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와 그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서 만20세(1990년 3월1일
이후 출생자)이하인 사람
- 다문화가정 자녀: 2007.2월 이후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
되는 자의 자녀

학생부 80

면접20

선․효행자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
등으로 부터 선.효행,봉사,모범,공로 등에 대한 
표창을 받은 사람

학생부 80

면접20

글로벌인재
전형

-고교입학 후 공공기관, 언론기관, 4년제 대학 
등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주최한 외국어능력 경시대회 입상자
-영어:TOTEFL(IBT) 60점이상, TOELC 550점 이상
-일본어: JLPT: N3이상, JPT 600점이상, NPT 2
급이상, 
-중국어 : H.S.K 4급이상인 사람

학생부 20

면접20

입상성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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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광  주
여자대

수시1차

자격증 및 
입포상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증 취득자로서 지원 하고자하는 모집 단위와 관
련이 있는 자격증에 한함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포
상을 받은 자

학생부 70

면접 30

자매결연 및 
산학협력

기관장추천

 본 대학교 자매결연을 맺은 고등학교(기관) 출
신자 또는 산학협력을 맺은 기관장의 추천자

학생부 70

면접 3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3호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
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 제1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1호내 
지제3호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위의 각 항
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특
별전형증명서 소지자

학생부 70

면접 30

만학도 및 
주부

 만 30세 이상인 자(1982년 3월 1일 이전 출생
자)

학생부 70

면접 3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70

면접 30

학교장 추천
 본 대학교 자매결연을 맺은 고등학교(기관)출신
자

학생부 70

면접 30

수시2차

기능우수자(
특기.자격증.

경력)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
증 취득자로서 지원 하고자하는 모집 단위와 관
련이 있는 자격증에 한함
-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포
상을 받은 자

학생부 70

면접 30

자매결연 및 
산학협력

기관장 추천

본 대학교 자매결연을 맺은 고등학교(기관) 출신
자 또는 산학협력을 맺은 기관장의 추천자

학생부 70

면접 30

만학도 및 
주부

만 30세 이상인 자(1982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학생부 70

면접 3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70

면접 30

국민대 수시1차 국제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

정고시 합격자로서 최근 2년 이내 본교에서 지정하

는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영어

-일반계(영어영문 제외)/KMU International 

School: TOEIC 성적 750점 이상 또는 TOEFL 

IBT 성적 80점 이상 또는 TEPS 651점 이상

-영어영문학과:  TOEFL IBT  100점 이상 또는 

TOEIC 900점 이상 또는 TEPS 850점 이상

-건축학부: TOEIC 성적 830점 이상 또는 TOEFL 

IBT 성적 93점 이상 또는 TEPS 735점 이상

*한문

-중어중문학과: 한국어문회 한자능력시험 특급ㆍ

특급Ⅱ 160점 이상 또는 대한검정회 한자급수자

격시험 사범 80점 이상 

또는 (사)한자교육진흥회 한자자격시험 사범 320

점 이상

*중국어

-중어중문학과,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법학부 : 

한어수평고시(H.S.K) 9급 280점 이상 또는

신(新)한어수평고시(H.S.K) 6급 180점 이상

*러시아어

-국제학부 러시아학전공: 서울대학교 어학능력검

정시험 (SNUL TEST) 러시아어 부문 60점 이상

(100점 만점) 또는 601점 이상(990점 만점)

*일본어

-국제학부 일본학전공: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280점 이상 또는

신(新)일본어능력시험(新JLPT) N1급 이상

*일반계/건축학부/

KMU International 

School

학생부 30

면접 50

어학성적 20

*영어영문학과/국

제학부

-1단계(8배수)

 어학성적 100 

-2단계

 어학성적 50

 면접 50

*중어중문학과

-1단계(8배수)

 어학성적 100 

-2단계

 어학성적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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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국민대

수시1차

경영프런티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서류평가 70

면접 30

국가(사회)
기여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3개 학기(3학년 1학기

까지) 이상의 본교 지정교과목 석차 성적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

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20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1단계(5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실기우수자

-미술조형 :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단

체전은 인정하지 않음)

- 건축: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전

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자

- 체육: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최근 2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에 출전하여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단체전은 인

정하지 않음)

- 전산: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최근 3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에서 상위 입상한 자

- 기능 :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최근 3년 이내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대회

에서 상위 입상한 자

- 연기/무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미술조형: 3학년 1학기까
지 학생부 전체 과목 중 석
차 1~2
등급 과목이 3개 이상인 
자
-미술조형을 제외한 실기
우수자 특별전형은 최저학
력기준 없음.

미술조형/건축/체

육/전산/기능

입상성적 70

면접 30

연기/무용실기 70

학생부 30

정시(다)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고등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자로서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
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휴직(휴업)자
는 지원할 수 없음)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
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
해 인정할 수 있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ㆍ자영업자는 사
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면접 50

경력 30

자기평가서 20

그리스도대

수시

교역자추천 소속교회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70

면접 30

담임교사추천 고교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나) 교역자추천 소속교회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70

면접 30

극동대 수시1차 글로벌인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소지
자

-1단계(4배수)

학생부[교과,비교

과] 60

서류 40

-2단계(100)

 1단계평가 50

 심층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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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극동대

수시1차

자기추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소지자
수능최저학력기준없음
(단, 간호학과는 수능최저
학력기준 반영)

-1단계(4배수)

 학생부[교과,비교 

 과 (60

 서류(40)

-2단계

 1단계평가 50

 심층면접 50

사회적배려
(기여)대상자

ㅇ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제3호~제17호에 해당되는자 또는 그자녀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룰 제4조 제1호   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의 직
계 손․자녀
ㅇ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ㅇ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
7조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ㅇ다문화 가정 자녀
ㅇ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학생부 50

면  접 50

지역연고 및 
자매결연고 

출신자

-지역연고 출신 자
-자매결연고등학교 출신 자

학생부 50

면  접 50

추천자 담임교사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면  접 50

수시2차

특기우수자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국제규모 대회 입상자
-본교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
회 입상자
-수상실적자
-자격증소지자
-외국어분야우수자

학생부 20

면접 20

기타(서류 60

사회봉사자

-국내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동안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자
 ․ 사회봉사활동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자

학생부 50

면  접 50

금강대 수시

사회봉사자(
학교장 또는 

단체장 
추천자)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로 학교장(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

동이 3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수능 언어, 외국어, 수리영
역 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 또는 언어, 외국어, 
수리, 탐구(사회 또는 과
학)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의 합이 13 이내(단, 탐구
영역은 동일영역 내 2과목 
평균 등급)

학생부 70

면접 30

종교단체장(
주지스님) 

추천자

종교단체의 성직자 또는 일반 불제자로서 단체장
(또는 주지 스님)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70

면접 30

교과성적 
우수자(학교
장 추천자)

200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반영교과 성적우수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언어, 외국어, 수리영
역 중 1개 영역이 2등급 
이내

학생부 70

면접 30

김천대 수시1차

사회기여자
전형

1.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6. 고엽제후유증의환자(수급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교과 70

비교과(출석 및 

봉사 각 10) 20

면접 10

지역고교
출신자전형

김천,구미,상주지역 학생으로 고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은자

교과 70

비교과(출석 및 

봉사 각 10) 20

면접10

글로벌리더
전형

1. 고교 3년 과정 중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간
부, 학반반장, 부반장, 동아리 회장 출신으로 고
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2. 종교단체 학생회 회장을 한 학생으로 교회 목
사님의 추천을 받은 자
3. 미래를 선도하며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
닌 자로서 고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4 어학(외국어)에 자질이 있는 자로서 고교 선생
님의 추천을 받은 자

교과 35

비교과(출석10, 

봉사5) 15

면접 30

서류심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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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김천대 수시2차 추천자전형
고교 선생님, 목회자, 각종기관 단체장, 학과 관
련업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교과 70

비교과(출석 및 

봉사 각 10) 20

면접 10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

수시

대안학교
특별전형

교과부가 인정한 고교 졸업학력 인정 대안특성화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복지

-1단계

학생부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간호

 학생부 80

 면접 10 서류 10

사회봉사자특
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지원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봉사활동 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장 또는 사회복지기
관장 추천을 받은 자

*사회복지

-1단계

학생부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간호

-1단계

학생부60 서류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

하는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6.25참전유공자는 제외)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9

항(고엽제환자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또는 73조 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

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사회복지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간호

 학생부 80

 면접 10

 서류 10

수도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톨릭 교회법이 인정하는 수도자로 수도회 장상

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복지

-1단계

학생부 60 서류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간호

 학생부 80

 면접 10 서류 10

지역인재선발
특별전형

2012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충청 및 충남 

소재 고교(대안학교 제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복지

-1단계

학생부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추천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출신고교장 또는 교사, 가톨릭 신부의 추천을 받
은 자

*사회복지

-1단계

학생부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간호

-1단계

 학생부60 서류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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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나사렛대

수시1차

학과특성화
(재활자립)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
교육법 제15조 규정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가 있는 자

다단계전형(1,2단

계 면접100)

학과특성화
(학과별 

특별전형)

 학과 세부유형별 지원자격 홈페이지 참고
1. 봉사활동우수자
  가.100시간 이상: 언어치료학,심리재활학, 수
화통역학
  나.사회복지학부는 고교봉사시간 전형에 반영
  다. 인간재활학과는 장애 관련 시설의 봉사시
간 전형에 반영
2. 중국어우수자(新 HSK 4급 이상, 舊 HSK 5급 
이상)
3. 추천자(기독교학부. 목사, 선교사 등의 추천을 
받은 자) 
4. 유단자(태권도학과. 태권도공인1단 이상)

- 학생부80~50 

면접 50~20 등 

학과별 상이

- 사회복지학부 

봉사활동시간 5 

반영

- 인간재활학과 

봉사활동시간 

10반영

- 중국어우수자 

HSK 점수 반영

충남 및 
자매결연고교

충남 고교 및 자매결연고교 출신자

- 보건,사범계 일부학과 수
능최저학력 적용 예정
- 수능 최저학력 세부내용 
추후 안내

학생부90(80,70) 

면접10(20,30) 등 

학과별 반영비율 

상이함

교사추천자 출신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부학과 수능최저학력 
적용

학생부100(90,80,

70)면접10(20,30) 

등 학과별 상이함

정시(가)
학과특성화
(유단자)

태권도 유단자(품 포함)
학생부 10

면접 30  실기 60

남부대

수시1차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내외전국대학, 시도단위이상 경시ㆍ
경연ㆍ경진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소지자
입상자 또는 무도공인 2단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학생부 80

면접 20

사회공헌자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학년도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내지 제15호에 해당자 또는 그 자녀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3.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5.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와 그 자녀
6. 환경미화원(대행업체포함)으로 5년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7.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소년보호ㅡ 보호관찰
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학생부 80

면접 2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실

업계학과 졸업(예정)자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인재선발
광주, 전남, 전북지역 소재 일반 고등학교의 졸
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80

면접 20

학교장(담임, 
기관장)
추천자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이나 협회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내외전국대학, 시도단위이상 경시ㆍ
경연ㆍ경진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
증 취득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소지자
-입상자 또는 무도공인 2단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학생부 80

면접 2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실

업계학과 졸업(예정)자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인재선발
광주, 전남, 전북지역 소재 일반 고등학교의 졸
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간호학과 해당

학생부 80

면접 20

*간호학과, 물리치

료학과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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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남부대

수시2차
학교장(담임,

기관장)
추천자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이나 협회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가)

자격증소지자 
및 경시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내외전국대학, 시도단위이상 경시ㆍ
경연ㆍ경진대회 입상자
-전공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자격
증 취득자
-국가공인민간자격증소지자
-입상자 또는 무도공인 2단이상 소지자(예체능계열)

학생부 80

면접 2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실

업계학과 졸업(예정)자

학생부 80

면접 20

학교장(담임,
기관장)
추천자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이나 협회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80

면접 20

남서울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검정고시취득성적

100

공무원·교직
원·군인·경찰 

자녀

부․모가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로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녀

*일반계열

- 학생부 100

N+글로벌
인재

글로벌인재로서 어학능력이 우수하고 국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70

 서류 30

-2단계

 1단계성적 40

 심층면접 60

N+섬기는
리더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섬기는 리더의 
인성을 지닌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70

 서류 30

-2단계

 1단계성적 40

 심층면접 60

N+자기추천
수학,과학,스포츠 관련 분야에 뛰어난 자질이 있
거나 재능을 보유하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자

-1단계:3배수

 학생부 70

 서류 30

-2단계

 1단계성적 40

 심층면접 60

자매결연고교
및대안학교

출신
자매결연고교 및 대안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학생부100

크리스찬리더
(목회자추천)

출석교회의 담임목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학생부10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포함) :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외손․자
녀포함)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3호~제15호에 해
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 하는자 및 그의 자녀 등

없음 - 학생부100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충남 전지역, 대전광역시, 충북전지역, 경기도의 
평택시․안성시․오산시에 소재한 고교 졸업자

*일반계열

- 학생부100

*예능계열- 

시각정보디자인학

과,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 학생부 40

실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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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남서울대

수시1차 담임교사추천 담임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일반계열

- 학생부100

*예능계열- 

시각정보디자인학

과,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부 40

실기60

정시(나)
만학도 및 

주부
고교졸업자로 만27세 이상인 자 - 학생부100

단국대
(죽전)

수시1차

ITㆍCT인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우리 대학 학부(과) 특성화 분야(ITㆍCT)에 잠재
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30

 서류 70

-2단계

 1단계성적 30

 면접 70

학교생활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과 리더십을 갖추고 창의적 탐구능력이 뛰어나 
발전 가능성 있는 자
※ 지원제한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
(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30

 서류 70

-2단계

 1단계성적 30

 면접 70

국가(독립)
유공자의 
자(손)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생부 최저학력기
준을 충족하고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②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③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④지원공상(순직) 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⑥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⑦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계열별 학생부 반영교과(4
개) 중 3개 교과의 전과목 
석차등급 평균(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3.00등급 
이내

학생부 100

사회적배려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
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③소아암 병력자
④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녀
⑤[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지
역 또는 오지에서 원서접수일까지 5년 이상 근
무(비연속 포함)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
※지원제한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30

 서류 70

-2단계

 1단계성적 30

 면접 70

자매결연지역
출신자

학생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입학일부터 원
서접수일까지 우리 대학 자매결연지역 소재 고등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계열별 학생부 반영교과(4개) 
중 3개 교과의 전과목 석차
등급 평균(이수단위로 가중한 
평균)이 3.00등급 이내

학생부 60

면접 40

정시(나)
학교생활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과 리더십을 갖추고 창의적 탐구능력이 뛰어나 
발전 가능성 있는 자

수능70

학생부 비교과30

단국대
(천안)

수시1차
경기실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항목의 해당자
- 생활체육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스포츠경영
학과 : 종목별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 또
는 국제규모대회, 실업연맹, 프로연맹 대회의 경
기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태권도학과 : ①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전
국 또는 국제규모 대권도 대회(인정대회 참조) 
경기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② 태권도 도
장 5년 이상 경영자로서 사범자격증 및 사업자
등록원 또는 체육시설 신고필증 제출 가능자 ③
국내 또는 국제 태권도 심판 3급이상 자격증 소
지자로서 심판활동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④ 국기원 발행 공인 단(품)증을 소지한 자

*생활체육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스포츠경영학과

① 개인종목 :     

학생부 30 

 실적 70 

② 단체종목 :     

 학생부20

 면접30  실적 50

*태권도학과 :     

 학생부 10

 실적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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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단국대
(천안)

수시1차

국가(독립)
유공자의
자(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25전쟁 참전유공자 제외)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30

적성고사 70

사회적배려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소아암 병력자

-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인 자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오지에서 원서 접수일까지 5년 이상 근무

(비연속 포함)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

-1단계 (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30

 서류 30

 면접 40

의학우수자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
학탐구(3과목)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

-1단계(5배수)

 학생부 70

 실적 30 

-2단계

 학생부 14

 실적 6  면접 80

수시2차

의학지역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및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자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
학탐구(3과목)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

학생부 30

면접 70

대학소재지역
고교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남 천안시와 아산
시 및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에 소재한 고등학
교 출신자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정시(다) 지역할당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및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자

학생부 30

수능 70

대    구 
가톨릭대

수시

교사·성직자
추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품행이 단정
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 담임교사, 교과
교사 또는 가톨릭사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없음(단, 의예과, 간호학과 
별도)

학생부 80

면접 20

*의예과 : 별도

사랑·봉사·
창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인성과 창의성을 갖
추고‘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검정
고시 출신자 지원불가)

-1단계

 학생부 20

 서류평가 80

-2단계

1단계 60 면접 40

해외복수학위

[성적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어학능력우수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미국복수학위 : TOEIC 900점 이상
   TOEFL iBT 100점, CBT 250점 이상
   IELTS 8.0점 이상   TEPS 828점 이상
- 중국복수학위 : HSK 8급 이상, 신(新)HSK 5
급 210점 이상

[성적우수자]
*미국 : 수능 외국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자 중 수리 
(가)형 응시자 : 수능 4개
영역 [언어, 수리(가), 외국
어, 탐구(사회/과학)] 등급
합 9이내 (단,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
 수리 (나)형 응시자 : 수능 
4개영역 [언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사회/과학)] 
등급합 8이내 (단, 탐구영
역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
*중국 : 수능 외국어영역 3
등급 이내인자 중 
  수능 4개영역 [언어, 수
리(가/나), 외국어, 탐구(사
회/과학)] 등급합 10이내 
(단, 탐구영역은 상위 2과
목 평균등급)
[어학능력우수자] 없음

[성적우수자]

학생부 80

면접 20

[어학능력우수자]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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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    구 
가톨릭대

수시

다자녀 및 
다문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
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1) 원서접수 마감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3)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

학생부 100

복지장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
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자녀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 및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
(순직)공무원 대상자 포함, 6.25참전유공자 제외)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만 포함)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제외)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의거 관할행
정기관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 또는 그의 자녀
(7)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복지시
설 재원기간이 만 5년 이상인 자(재원기간 산출
은 당해 학년도 입학일자 기준)

학생부 100

수도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톨릭 수도자로
서,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20

서류평가 80

정시(나)
성소자 및 
교회봉사자

[성소자]
가톨릭 사제를 희망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소속교회 주임신부를 경유하여 교구장의 추
천을 받은 자
(2) 수도자는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세례를 받은 후 만 3년이 경과한 가톨릭 수
도자
[교회봉사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가톨릭 수녀
로서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다)

해외복수학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미국]
수능 외국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중 
-수리 (가)형 응시자 : 수
능 4개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 탐구(사회/과학)] 
등급합 9이내 (단, 탐구영
역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
-수리 (나)형 응시자 : 수
능 4개영역[언어, 수리(나), 
외국어, 탐구(사회/과학)] 
등급합 8이내 (단, 탐구영
역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
[중국]
수능 외국어영역이 3등급 
이내인 자 중 
수능 4개영역[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탐구(사회
/과학)] 
등급합 10이내 (단, 탐구영
역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

수능 100

지역인재육성
대구·경북지역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역인재육
성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수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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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구대 수시

학생부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졸업자, 학교생활기록
부가 없는 자는 지원불가)

학생부100

경기실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외국의 고
등학교과정 이수자는 지원불가(골프산업학과는 
지원가능)
* 모집단위별(체육학과,스포츠레저학과,골프산업
학과) 홈페이지 공지

학생부30

면접20

입상실적50

DU
자기추천자

2009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DU-HEART(사랑ㆍ빛ㆍ자유)'의 자질을 갖춘 자
로 지원 모집단위에 자신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자(단,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없
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 50

 서 류 ( 학 생 부 

 비 교 과 , 

 자기추천서) 50

-2단계

 1단계 성적 60

 심층면접 40

지방자치
단체장 
추천자

지방자치단체 중 본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한 지방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 
안동시, 문경시,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군위군, 
청송군, 달성군, 의성군, 영덕군, 울릉군)의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ㆍ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실
종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가 모두 해당지역
에 거주한 자로서 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
성을 갖춘 자로 판단되어 해당 자치단체장의 추
천을 받은 자 

학생부100

사회적배려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
준에 해당하는 자(단,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
자는 지원불가)
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 1호와 제2
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
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내
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ㆍ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 내
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ㆍ 준사관 및 부사관,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소방공무원 교도공무원의 자녀ㆍ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인 자의 자녀 
 ㆍ농어촌지역(읍면,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
ㆍ 1987. 2.29. 이전 출생자  
ㆍ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장기과정 이수(수료)자 
ㆍ 3년 이상 영농종사자 본인

학생부100

대  구
예술대

수시

만학도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로써 1982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면접 100

추천자 
특별전형

고교 졸업(예정)자로써 아래 추천을 받은자
 1. 교장, 교감, 교사 추천자
 2. 예술단체장, 기관장 추천자
    (단, 예술학원장 제외)
 3. 인간문화재 추천자
 4. 교회목사 추천자(CCM 전공)

면접 100

대    구
외국어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다
고 생각하는 자.

면접고사 100

영어,일본어,
중국어우수자

영어:TOEIC600점,TEPS500점, IBT70점
일본어:JPT500점,JLPT2급,JLPT N3급
중국어:HSK5급,신HSK4급

외국어능력시험점

수 60

면접고사 40

수시2차
자기추천자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다
고 생각하는 자.

면접고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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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    구
외국어대

수시2차
영어,일본어,
중국어우수자

영어:TOEIC600점,TEPS500점, IBT70점
일본어:JPT500점,JLPT2급,JLPT N3급
중국어:HSK5급,신HSK4급

외국어능력시험점

수 60

면접고사 40

대  구
한의대

수시

특정교과 
우수자

외국어학부(일본어전공)은 학생부 일본어  교과
목 중 1과목의 등급이 3등급 이내.
중어중국학부는 학생부 중국어 교과목 중 1과목
의 등급이 3등급이내인 자.

지원자격과 동일. 학생부100

기린인재선발 2008년 2월이후 고교졸업(예정)자

한의예과 : 수능 언어/수리
/외국어/탐구영역중 등급합 
8이내 예정
그 외 학과도 수능 최저학
력기준 있음.

*한의예과

-1단계           

 학생부 75

 서류평가 25

-2단계 

 학생부 60

 서류평가 20

 면접 20

*그 외 학과

 학생부 80

 서류평가 20

실기우대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
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한방미술치료

 실기 100

*시각디자인

 학생부 20

 실기 60

 면접20

만학자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 25세 
이상인 자.

면접 50

자기소개서 50

수상실적 및 
자격증소지자

본 대학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관련 수상실적 
및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일정  기준 
이상인 자

학생부50

수상실적/자격증50 

(모집단위에 따라 

다를수 있음)

교사추천자 고교 담임(또는 미술,체육)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학교장추천자
일반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자
로서 출신고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언어/수리 가/외국어
영역 등급합이 5이내 예정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논술 30

정시(가)

일반우수자 고교졸업(예정)자 수능 100

수능우수
장학자

수능전체영역(탐구영역은 2개과목을 한개영역으
로 인정)중 2개 또는 3개 이상의 영역별 4등급 
이내인 자. 단, 중등특수교육과는 2개 이상의 영
역별 3등급이내인 자.

지원자격과 동일 수능 100

수상실적 및 
자격증소지자

본 대학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관련 수상실적 
및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일정  기준 
이상인 자

학생부 30

수능 20

수상실적/자격 50

(모집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교사추천자 고교 담임(또는 미술,체육)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50

수능50

대불대 수시1차

국가유공자및
자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자연과학,

 사범계열

 학생부 90

 면접 10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종합고, 기타고교 등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졸업(예정)자

*자연과학,

 사범계열

 학생부 90

 면접 10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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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불대

수시1차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 교사, 입학상담
자, 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
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자연과학,

 사범계열

 학생부 90

 면접 10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수시2차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 교사, 입학상담
자, 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
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자연과학,

 사범계열

 학생부 90

 면접 10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정시(가)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 교사, 입학상담

자, 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

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학생부 100

정시(나)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 교사, 입학상담

자, 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

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학생부 100

정시(다)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 교사, 입학상담

자, 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

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학생부 100

대신대

수시

담임교사,담
임목사추천

담임목사 추천자는 교회봉사자이며 신앙이 올바

른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자로 기독교 세

례받은자,담임교사 추천자는 2012년 졸업예정자

로서 타의모범이 된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기독교세례받은자,

신학과

학생부 80

면접 20

국가(독립)유
공자및 자손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자손으로 신학과 지원자

는 세례받은자

*신학과

 학생부 80

 면접 20

*인문사회계열

 학생부 100

*예능계열

 실기 100

정시(다)
담임교사,담
임목사추천

담임목사 추천자는 교회봉사자이며 신앙이 올바

른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자로 기독교 세

례받은자,담임교사 추천자는 2012년 졸업예정자

로서 타의모범이 된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기독교세례받은자,

*신학과

 학생부 80

 면접 20

대    전
가톨릭대

정시(가)

성직자전형

1. 4년제 대학 2학년(4학기)이상 수료자 및 전문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2. 영세를 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한 천주교 신자

로서 성직 지망자.

3. 본당신부와 소속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30

면접 10

논술 60

수도자전형
허원을 하고 성직지망자가 아닌 수도자로서 소속

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30

면접 10

논술 60

대전대 수시1차

국가사랑
2008년 2월(포함) 이후 국내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건학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 받은 자

-1단계

 서류전형 100

-2단계

서류평가(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50

심층면접(개인역량

면접,전공심화면접

) 50

생명사랑
2008년 2월(포함) 이후 국내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건학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 받은 자

-병원경영학과 : 수능 2개
영역 평균 5등급 이내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
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

-1단계

 서류전형 100

-2단계

서류평가(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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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과 : 수능 3개영역 평균 4
등급 이내
-한의예과 : 수능 2개영역
이 각각 1등급 이내

자기소개서 등) 50

심층면접(개인역량

면접,전공심화면접

) 50

대전대 수시1차

이웃사랑
2008년 2월(포함) 이후 국내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자

-1단계

 서류전형 100

-2단계

서류평가(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50

심층면접(개인역량

면접,전공심화면접)

50

국가(독립)
유공자자손.
산업재해자

자녀

2008년 2월(포함) 이후 고교졸업자 또는 2012년 2
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의 자녀 및 손(외손), 자녀 
다. 고엽제휴유의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
의 자녀
라. 광주민주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100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만30세 이상인 자

학생부 40

경력년수 60

대전지역고교
출신자

대전지역 소재 고교 2008년 2월(포함) 이후 졸
업자 및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물류유통학과 : 수능 외국
어영역 5등급 이내
-회계학과, 병원경영학과 : 
수능 2개영역 평균 5등급 
이내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
과, 물리치료학과, 중등특
수교육과, 간호학과 : 수능 
3개영역 평균 4등급 이내
-한의예과 : 수능 2개영역
이 각각 1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대진대 수시

종단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검
정고시 합격자로서 종단 대순진리회 각 방면 수
임선감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70

면접 30

밝은사회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고교 재학 중 지역기관장이상, 교육장 이상의 
교육기관장 또는 대한적십자사총재, 한국청소년
연맹총재, 중앙언론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선행, 
효행, 봉사, 모범 관련 상을 수상한 자
- 국가(독립)유공자 자녀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
녀 포함)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자유상
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6.25참전유공자 제외)
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4.「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15년 이상 복무(재직) 중인 군인자녀. 경찰공
무원자녀.교정공무원자녀.소방공무원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따른 수급권
자 및 제2조제11호에 따는 차상위계층
- 만학도 및 주부(1981년 2월 28일 이전 출생
인 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사이
에 출생한 자]

-1단계(3배수선발)

 지원자격         

 심사(P/F) 및     

 학생부 100

 교과성적 80,     

 비교과(서류평가) 

20(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

- 2단계

 1단계 50

 심층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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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진대 수시

지역고교
졸업자

경기북부지역(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
천시) 및 강원도 철원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1단계(3배수선발)

지원자격심사(P/F) 

및 학생부 100

교과성적 80

비교과(출결) 20

- 2단계

 1단계 50

 심층면접 50

리더십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임원(학년
장, 서기 등) 또는 학급반장(회장), 부반장(부회
장), 공인된 교내 클럽(C.A.포함)의 회장, 부회장
을 1회 이상 지낸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3학년 2학기 포함)

ㅇ종교문화학과,국어국문학

과, 철학과,사학과,문헌정보

학과,문예창작학과:언어/외

국어(영어)영역 중 1개영역 

5등급 이내

ㅇ영어영문학과, 아동학과: 

언어/외국어(영어)영역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

ㅇ사회복지학과,디지털경제학

과,국제통상학과:언어/외국어(영

어)영역 중 1개영역 5등급 이내

ㅇ법학과,행정학과,신문방

송학과, 경영학과,미국학과, 

일본학과,중국학과:언어/외

국어(영어)영역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

ㅇ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외국어(영어)/수리영역 중 

1개영역 5등급 이내

학생부 70

면접 30

덕  성
여자대

수시1차
지역사회
파트너십

2012년 2월 강북구, 도봉구 소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인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특성화고교 제외, 졸업생 제외)

학생부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2개 교과영역이 2
등급 이상인 자

학생부 35.42

심층면접 64.58

수시2차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2011년 2월 국내 정규 고교 졸업 또는 2012년 

2월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인 여자로서 아래

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전(全)교

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부 성적

이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원서접수일 현재 부사관(준위 포함)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원서접수일 현재 경찰관(경사이하), 소방관(소

방장이하), 교도관(교위이하), 집배원 및 환경미

화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인문사회계열:언어, 외국
어, 수리“가/나”, 사탐(2과
목 평균) 중 2개 이상 3등
급이내
-자연과학계열: 언어, 외국
어, 수리“가/나”, 과탐(2과
목 평균) 중 1개 이상 3등
급이내

학생부 100

동국대
(경주)

수시1차

체육기능
우수자

국내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시·도)대회 및 기타대회에서 본교 지정종목

에 한하여 수상(경기)실적이 있는 자(단, 전국대

회 경기실적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발

행하는 것만 인정하며 단체경기 실적은 본인 출

전증빙서류를 제출 시 인정함)

 ․ 종목 : 골프,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수

영, 스쿼시, 육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축구, 

야구, 농구, 체조(리듬체조, 에어로빅 포함), 스

키, 사이클

학생부 10

수상실적 90

실기우수자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 30

실기성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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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국대
(경주)

수시1차

불교계

-일반: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의 신
도 중 포교 ·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승려: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재적 
승려

- 일반

 학생부 100

- 승려

 학생부 70

 면접 30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장기복무 군인 및 장기근무 (해양)경찰, 소방관, 

교도관, 교사 자녀

국내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15년 이상(2011.9.1 기준) 장기복무(근무)중

인 군인, (해양)경찰, 소방관, 교도관, 교사 직계 

자녀

․국가(독립) 유공자(손)자녀

국내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다음 사항 해당자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단, 6.25 참전유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국내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

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

민국 국적자

-학생부 100

외국어우수자
(HSK)

HSK 정기신시험에서 5급 210점 이상 취득자
해당 외국어성적 

100

외국어우수자
(JLPT)

JLPT 정기시험에서 N2 이상 취득자
해당 외국어성적 

100

외국어우수자
(JPT)

JPT 정기시험에서 550점 이상 취득자
해당 외국어성적 

100

외국어우수자
(TEPS)

TEPS 정기시험에서 650점 이상 취득자
해당 외국어성적 

100

외국어우수자
(TOEIC)

TOEIC 정기시험에서 750점 이상 취득자
해당 외국어성적 

100

외국어우수자
(한자능력시

험)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한국어문회, 대한검정

회, 한자교육진흥회, 한국외국어평가원, 한국평

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국교

육문화회 주관)에서 3급 이상 취득한 자

해당 외국어성적 

100

영남지역고교
출신자

-일반계열
영남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의학계열
영남지역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외국어고, 과학
고, 종합고의 일반계 학급 포함) 2010년 2월 및 
그 이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 영남지역소재고교범위 : 대구, 경북, 부산, 울
산, 경남

*일반계열(유아교

육,가정교육과포함)

 학생부 90

 면접 10

*수학교육과,간호 

 학과

 학생부 70

 면접 30

* 의학계열

-1단계

 학생부 50

 논술 5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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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국대
(경주)

수시1차 리더십

 국내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아래 항에 해당되는 자
 ․ 고교 재학 중 지역기관장, 교육기관장, 대한적
십자사, 한국청소년연맹,  고등학교장이 수여하
는 효행, 봉사, 모범관련부문의 수상자
 ․ 전교 학생회 (부)회장, 클럽활동반(회)장, 학급
학생회 (부)회장을 1학기 이상 역임한 자로 간부
경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
 ․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회
봉사활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어 3학년 담임교사
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수시2차
학업성적 
우수자

국내 일반 고교(외국어고, 과학고, 종합고의 일
반계 학급 포함)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학생부 100

동국대
(서울)

수시1차

사회기여 및 
배려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ㅇ 군인ㆍ경찰ㆍ소방관ㆍ교도관의 자녀 - 장기
근무(15년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중인 
자의 자녀
ㅇ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와 그의 
(손)자녀(외손포함)
ㅇ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부)와 국적
이 대한민국인 친부(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ㅇ 행정관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ㅇ 부모중 1인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
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자녀
ㅇ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
역 또는 오지에서 원서접수마감일(졸업자인경우 
졸업일) 기준 5년이상 근무 (비연속 포함)한 부 
또는 모의 자녀
ㅇ 시, 군,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평가 40

 면접 60

Do Dream 
특성화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단계(3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1단계 성적 40

 전공수학능력 60

불교계추천

-일반: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스님이나 종립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승려: 국내ㆍ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재

적 승려

*일반(3배수)

-1단계

 학생부 80

 서류심사 2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 20

*승려

학생부 80 면접20

DU ACTIVE 
인재

-국내 고등학교 2012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지식사회가 필

요로 하는 리더십과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을 가진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70

 서류평가 3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수시2차
World Wide 

인재

-2009년 12월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TOEFL성적을 취득하여 제출가능한 자로서

  ▷ 국내 고교 출신자 :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 외국 고교 출신자 : 2009년 3월 이후 졸업

(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 2010년 이후 합격자

-지원자격기준성적

  ▷ 인문계 :  IBT 100점 이상

  ▷ 자연계 :  IBT 80점 이상

외국어성적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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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국대
(서울)

수시2차

외국어우수자

-2009년 12월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외국어성적을 취득하여 제출가능한 자로서

  ▷ 국내 고교 출신자 :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

  ▷ 외국 고교 출신자 : 2009년 3월 이후 졸업

(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 2010년 이후 합격자

-지원자격기준성적

  ▷ 영어 : 인문계 - TOEIC 900점, TEPS 828

점 이상 자연계 - TOEIC 825점, TEPS 739점 

이상

  ▷ 일본어 : JPT 850점, JLPT(구) 1급, JLPT

(신) N1이상 

  ▷ 중국어 : HSK(구) 8급,   HSK(신) 6급이상

-1단계(7배수)

 외국어 성적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 20

전공재능
우수자

-연기재능우수자: 국내ㆍ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문학재능우수자 :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체육기능우수자: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

후 졸업(예정)자로서 육상(허들, 높이뛰기) 및 체

조(마루운동, 철봉, 평행봉) 종목에서 고등학교 입

학 이후 “시ㆍ도”단위 이상의 자치단체가 개최

하거나, 해당 종목 경기 단체장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자 또는 중학교 입학 

이후 유도 및 태권도 공인2단 이상을 취득한 자

* 연기재능
-1단계 (10배수)
 실기 70 구술 30
-2단계
 실기 60
 학생부 40 
* 문학재능
-1단계(10배수)
 실기 100 
-2단계
 학생부 40
 실기고사 50
 면접 10
*체육기능
 학생부 60
 실기고사 30
 면접 10

동  덕
여자대

수시1차

독립유공자손
자녀 및 

국가유공자녀

국내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년 
2월 예정자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와 제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직계 손자녀(외손포함), 국가유공자
(세부항목 미정)의 자녀

외국어 영역, 언어영역, 수
리(가/나), 사탐/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4등급 이내

-1단계 : 지원자격 

서류심사

-2단계 : 

 학생부80

 서류심사 20

예체능실기
우수자

없음

*미술계열

 학생부 30

 실기 70

*음악,무용계열 : 

 학생부 20, 

 실기 80

종합평가(학
생부우수+자
기주도학습: 

미정)

없음
외국어 영역, 언어영역, 수
리(가/나), 사탐/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4등급 이내

-1단계 

 서류평가 50

 학생부 50

-2단계

 구술면접 40

 1단계평가 60

동명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 100

동명글로벌
인재

일반고교 3등급이상
학생부 80

면접 20

자격증
,수상실적

자격증 또는 수상실적 보유자

학생부 20

면접 30

실적 50

사회적배려
대상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대상자, 공무원자녀, 
만학도

학생부 100

일반고교
출신자(간호)

일반고교 졸업자
학생부 80

면접 20

일반고교
출신자

(간호제외)
일반고교 졸업자

학생부 90

면접 10

자기추천 
일반계

일반고교 졸업자 중 본인을 추천한자

학생부 30

면접 20

추천서 50

자기추천 
전문계

특성화고교 졸업자 중 본인을 추천한자

학생부 30

면접 20

추천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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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명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학생부 100

수시2차

자격증
,수상실적

자격증 또는 수상실적 보유자

학생부 20

면접 30

실적 50

일반고교
출신자(간호)

일반고교 졸업자
학생부 80

면접 20

일반고교
출신자

(간호제외)
일반고교 졸업자 학생부 10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학생부 100

동서대

수시1차

실기우수자

1. 디자인학부-미술(디자인)분야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2. 레포츠과학부,경호전공-개인 및 단체종목의 
대회에서 1~8위 입상자
* 무도분야 : 공수도,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
도 등

*디자인학부

 학생부 30

 면접 40

 입상실적 30 

*레포츠과학부,경

호전공

 학생부 40

 면접 40

 입상실적 20 

입학사정관제

모집학부(과)에 자질이 있는 자
- 특정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자.
- 특성화영역에 재능이 있는 자
- 모집단위 전공분야에 열정을 보유한 자
- 다양한 독서활동 경험자
- 건학이념과 관련된 특별한 경력이 있는자

-1단계

 학생부 60

 실적 40 

-2단계

 심층면접 100

교회담임목사
추천자

교회 담임목사(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90

면접 10 

자기추천자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의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1. 비교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독서활동, 체
험활동, 임원활동 등
2.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정부기관 및 산하단
체, 각급학교, 법인체 등으로부터 각종 상을 받
은 자
3. 선행상, 효행상, 성적우수상, 개근상, 공로상, 
특별활동상, 봉사상 등의 상을 받은 자 
4. 자격증이나 공인성적 취득자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정보 등 각종 자격증
을 보유한 자
  -토익, 토플, JPT, HSK, 한자능력시험 등 어
학시험 성적 취득 자
5.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영화, 연극, 공연(스테프 포함)이나 문화행사
(전시회)의 참여자
  -예․체능 관련 작품실적 또는 전시 실적이 있
는 자
  -교내외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재능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모두 지원 가능

학생부 30

면접 40

추천요소 30 

사회기여
(배려)대상자

1. 공직 및 교육기관 재직자 자녀
 -정부, 지방 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소속의 공
무원,또는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자의 자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
 -교육기관(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교직원의 
자녀
2.국가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3.소년소녀가장
4.국민기초수급자
5.만학도(1980년 이전 출생자)
6.한부모가정 자녀

학생부 100

교사추천자 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가) 실기전형 2012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학생부 20

수능 30

실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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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서대

정시(나)

실기전형 2012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학생부 20

수능 30

실기 50

수능전형 2012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수능 100 

정시(다) 실기전형 2012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학생부 20

수능 30

실기 50

동신대 수시1차

간호학과 
남학생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남학생에 한함.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학생부비

교과,자기소개서등)

-2단계

 1단계 성적 50

 심층면접 50

입학사정관전
형

국내 고등학교 2011년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인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학생부비

교과,자기소개서등)

-2단계

 1단계 성적 50

 심층면접 50

사회배려
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그의 자 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 환경미화원(대행업체포함)으로 5년 이상 재

직 중인 자의 자녀 

 9) 관할행정구역의 단체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10) 다문화가정의 자녀 

11) 소아암 병력자

- 한의예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 간호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물리치료학과 : 수능 언

어, 수리, 외국어, 탐구(상

위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방사선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상위2

과목 평균) 영역 중 2개영

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한의예과,간호학

과,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학생부 100

*작업치료학과,안

경광학과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배려
대상자전형

나주지역에 소재한 고교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단, 한의예과는 고교 전 과정을 나주

소재 고교에서 이수한 자로 학생 및 부모 모두가 

고교 재학 중 나주시 지역에 거주한 자)(특목고

제외)

-한의예과 : 수능 언어, 수

리, 외국어 영역 등급의 합

이 6 이내

-간호학과 : 수능 언어, 수

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

역 이상이 5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 수능 언

어, 수리, 외국어, 탐구(상

위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동아대 수시1차

경기실적·단(
품)증 소지자

추후공지 수능응시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학생부 25

 면접 15

 경기실적 60

*태권도학과

◈ 겨루기, 품새

。학생부 25

。경기실적 40

。실기고사 35

◈ 단(품)증

。학생부 35

。면접 15

。단(품)증 50

대안학교
대안학교 줄업(예정)자로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춘 
자. 단,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
한민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수능응시

교과 20

비교과 20

서류 1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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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아대 수시1차

교육기회확대
(만학도·가정

주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 및 가정주
부인 자

교과 20

서류 30

면접 50

자기추천자
(예·체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을 갖추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단, 학교생활기록부
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

 교과 30 서류 30

 비교과 4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국가공헌자 
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

녀(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6.25참

전유공자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자녀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수당지급 대상자에 한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수능응시

-1단계

 교과 70

 비교과 3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동아 
Superior 

인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종합고 내 일반계열 
보통과 및 특목고 포함) 및 검정고시 출신자

수능 4개 영역(제2외국어/
한문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사탐/과탐 중 1개 영역 1
개 과목 반영)  평균 2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 30

일반고교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종합고 내 일반계열 
보통과 및 특목고 포함)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단, 의예과는 대학수학
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응시자에 한함)

。인문계열, 자연계열(의예
과, 간호학과 제외)-수능 4
개 영역(제2외국어/한문영
역 제외) 중 1개 영역(탐구
영역은 사탐/과탐 중 1개 
과목) 이상이 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함
。예체능계열-수능 4개 영
역(제2외국어/한문영역 제
외) 중 1개 영역(탐구영역
은 사탐/과탐 중 1개 과목) 
이상이 4등급 이내에 들어
야 함
。간호학과-수능 4개 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제외) 
중 2개 영역(탐구영역은 사
탐/과탐 중 2개 과목) 이상
이 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함
。의예과-수능 4개 영역
(제2외국어/한문영역 제외) 
중 2개 영역(탐구영역은 과
탐 2개 과목 평균) 이상이 
1등급 이내에 들어야 함

-1단계

 교과 100

-2단계

 교과 85

 면접 15

자기추천자
(일반고교)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종합고 내 일반계열 
보통과 및 특목고 포함)로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을 갖추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단, 학교생활기록부
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수능응시

-1단계

 교과 30 서류 30

 비교과 4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자기추천자
(특성화고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종합고 내 전문계

열과 포함)로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뛰어

난 자질이나 재능을 갖추어 스스로 자신을 추천

할 수 있는 자. 단,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

 교과 30 서류 30

 비교과 4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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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아대

정시(가)
동아 

Superior 
인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종합고 내 일반계열 
보통과 및 특목고 포함) 및 검정고시 출신자

수능 4개 영역(제2외국어/한
문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사
탐/과탐 중 1개 영역 1개 과
목 반영)  평균 2등급 이내

수능 100

정시(나)
동아 

Superior 
인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종합고 내 일반계열 
보통과 및 특목고 포함) 및 검정고시 출신자

수능 4개 영역(제2외국어/한
문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사
탐/과탐 중 1개 영역 1개 과
목 반영)  평균 2등급 이내

수능 70

학생부 30

동양대

수시2차 국가유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100

정시(나) 학생부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동의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성적 100

경기실적·단
(품)증소지자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인정하는 체능관

련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단(품)증 소지자

-1단계

 학생부 교과 30 

 경기실적·단(품)증 

  40

 학생부 비교과& 

 서류심사 30

-2단계

 1단계 점수 50

 면접 50

동의인재

2010년 2월 이후 일반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한 뚜렷하

고 자기주도적인 도전정신을 지닌 자

수능 언/수/외 등급 합이 6

이내인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서류심사 70

-2단계

 1단계 점수 50

 면접 50

실기성적
우수자

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교과 30

실기 70

지역
특성화인재

일반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

전을 도모할 진취적 사고를 지닌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서류심사 70

-2단계

 1단계 점수 50

 면접 50

자기추천자

일반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의 전공 분

야 또는 그 외 분야에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하는 자

없음(단, 한의예과는 수능 

언/수/외 등급 합이 5이내

인 자, 간호학과는 수능 언

/수/외/탐(두과목)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인 

자, 임상병리학과, 치위생

학과, 방사선학과는 수능 

언/수/외/탐(한과목) 중 2

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인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서류심사 70

-2단계

 1단계 점수 50

 면접 50

유공자자손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인정하는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이거나, 본교에서 인정하는 국

가유공자 또는 해당자의 자녀

-1단계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서류심사 70

-2단계

 1단계 점수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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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의대

수시1차

국제화인재
일반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어(영어, 중국

어, 일본어)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비교과& 

 서류심사 70

-2단계

 1단계 점수 50

 면접 50

일반고교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없음(단, 한의예과는 수능 

언/수/외 등급 합이 5이내

인 자, 간호학과는 수능 언

/수/외/탐(두과목)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인 

자, 임상병리학과, 치위생

학과, 방사선학과는 수능 

언/수/외/탐(한과목) 중 2

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인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

※한의예과

 학생부 교과 80 

 논술 20

수시2차
일반교과

성적
일반고교 졸업(예정)자

언/수/외 영역에서 1개 이

상 5등급 이내 또는 탐구

영역(한과목)에서 1개 이상 

4등급 이내인 자(단, ① 불

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철학,윤리문화학과, 수학과, 

데이터정보학과, 컴퓨터과

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분

자생물학과, 생명응용학과

의 경우 언/수/외 영역에서 

1개 이상 6등급 이내 또는 

탐구영역(한과목)에서 1개 

이상 5등급 이내, ② 유아

교육과, 경찰행정학과, 기

계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의경우 언/수/외 영역에서 

1개 이상 4등급 이내 또는 

탐구영역(한과목)에서 1개 

이상 4등급 이내, ③ 간호

학과의 경우 언/수/외/탐

(두과목) 영역 중 2개 이상 

4등급 이내 ④ 임상병리학

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

과는 수능 언/수/외/탐(한

과목) 영역 중 2개 이상 4

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100

※1.우선선발(50) 

: 최저학력기준 적

용

    2. 일반선발

(50) : 최저학력기

준 없음 

    단,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치

위생학과, 방사선

학과의 경우 우선

선발 없이, 수능최

저학력기준을 적용

하여 학생부 내신 

100로 학생선발함.

루터대 수시1차

만학도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만 30세
(1981년 2월 이전 출생) 이상인 자

학생부:60

면접:40

사회봉사자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봉
사활동 150시간 이상 봉사경력이 있는 자
ㆍ자원봉사와 관련된 수상경력이 있는 자

봉사 50

면접 20

학생부 30

목회자추천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출석교회 당회장 및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자 또
는 출신 고등학교 교목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60

면접 40

담임교사추천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로서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장 또는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0

면접 40

명신대 수시1차
만학도 및 

주부

1. 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3. 2012.1.1.기준 만24세 이상인 자
4. 검정고시합격자로서 1987.2.28.이전 출생자
5. 결혼 후  2년 이상인 주부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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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명신대

수시1차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광주광역시, 전남, 남해군, 하동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초등특

수교육과 경우 학

생부 85, 면접 15)

학교장.교사
추천자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자로 판
단되어 출신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다만, 

초등특수교육과의 

경우 학생부 85, 

면접 15)

수시2차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외손,자녀 포함)
3.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4.6.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5.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자녀
6.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7.5.18 민주유공자 및 그자녀
8.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

학생부 100

만학도 및 
주부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3. 2012.1.1.기준 만24세 이상인 자
4. 검정고시합격자로서 1987.2.28.이전 출생자
5. 결혼 후  2년 이상인 주부

학생부 100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외손,자녀 포함)
3.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4.6.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5.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자녀
6.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7.5.18 민주유공자 및 그자녀
8.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

학생부 100 (다만, 

초등특수교육과의 

경우 학생부 85, 

면접 15)

학교장.교사
추천자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자로 판
단되어 출신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다만, 

초등특수교육과의 

경우 학생부 85, 

면접 15)

정시(나)

만학도 및 
주부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3. 2012.1.1.기준 만24세 이상인 자
4. 검정고시합격자로서 1987.2.28.이전 출생자
5. 결혼 후  2년 이상인 주부

학생부 40

수능  60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부 35  

수능 50  면접 15

학교장.교사
추천자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자로 판
단되어 출신 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40

수능  60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부 35  

수능 50  면접 15

명지대
(용인)

수시2차

나라사랑
특별전형

국가보훈처(보훈지청)발행 대학입학특별전형 대
상자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50, 서

류심사(학생부 비

교과및 잠재력) 50

-2단계

학생부 교과 25, 

서 류 심 사 ( 학 생 부 

비교과 및 잠재력) 

25   면접 50

크리스찬리더
특별전형

우리 대학교 설립정신에 부합되는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세(침)례인으로 한국기독교협의회,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한국독립교회연합회 회원교단의 
목회자가 추천한 자로서 문화사역(노래, 연주, 
무용, 연극, 문학, 미술, 미디어 등)에 재능과 문
화선교에 경험이 있는 자

-1단계(6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수학과학우수
자특별전형

일반학생

-1단계(6배수)

학생부교과(수학, 과

학교과만반영)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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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명지대
(서울)

수시2차

나라사랑
특별전형

국가보훈처(보훈지청)발행 대학입학특별전형 대
상자

-1단계

학생부 교과 50

서 류 심 사 ( 학 생 부 

비교과 및 잠재력) 

50(3배수 선발)

-2단계

학생부 교과 25

서 류 심 사 ( 학 생 부 

비교과 및 잠재력) 

25

면접 50

어학우수자
특별전형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수자로서 각각의 어학 
성적이 우리 대학이 정한 기준점수 이상자

-1단계(6배수)

학생부 교과 33

어학성적 67

-2단계

 학생부 교과 20

 어학성적 40

 면접 40

크리스찬리더
특별전형

우리 대학교 설립정신에 부합되는 순수복음주의 
기독교 세(침)례인으로 한국기독교협의회,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한국독립교회연합회 회원교단의 
목회자가 추천한 자로서 문화사역(노래, 연주, 
무용, 연극, 문학, 미술, 미디어 등)에 재능과 문
화선교에 경험이 있는 자

-1단계(6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목원대 수시1차

독자적 기준

공통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

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교사ㆍ공무원자녀: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일반, 교육(사립학교포함), 

경찰, 소방, 군인 등｝, 정부출연기관(공사포함)

에 15년 이상(지원일기준) 근무 또는 퇴직한 자

의 자녀

(2) 국가공헌 및 사회배려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ㆍ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휴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2,3급 해

당자의 자녀

(3)학생임원역임자

고등학교 재학중 6개월 이상 전교총학생회장, 전

교부학생회장, 전교총학생회부장, 학년학생회장, 

학년부학생회장, 학년부장, 학급반장, 학급부반

장, 학급의회의장, 학급의회부의장, 동아리회장 

및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현재 재

임 중인 자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자에 

한함)

(4)선·효행및봉사활동수상자

1 .각급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선·효행, 봉사부문 

표창을 수상한 자(상장수여자의직명을 기준-고등

학교장 수상포함)

2. 봉사활동실적 우수 

고교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실적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 헌혈 1회 및 1일 봉사활동은 각각 4

시간으로 인정함. 

 (단,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기록된 

실적만 인정하고 특별활동실적란에 기재된 헌혈

실적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함)

학생부 100

종교지도자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
회 또는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가입 교단 소속교
회의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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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목    포
가톨릭대

수시1차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자 및 학사학위소지자
대학전학년 성적

 100

사회봉사자 복지시설에서 30시간 이상 봉사경력이 있는자 학생부 100

교역자/
수도자

수도원장 추천을 받은 수도자 학생부 100

수시2차 지역인재선발
목포지역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수능최저학격기준적용 4개
영역중 2개영역이상 4등급
이내인자

학생부 100

정시(나) 지역인재선발
목포지역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학생부 40

수능 60

배재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서류 : 100

아펜젤러
국제학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TOEIC 800점 이상, 
TOEFL(CBT) 230점 이상, TOEFL(IBT) 90점 이
상, TEPS 725점 이상, IELTS 6.0이상인 자

서류 75

면접 25

배재세계
어울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로
서 우수한 언어능력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고자 하는자

학생부 30

서류 20

면접 50

배재자기추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로
서 모집단위 전공에 관심과 잠재력이 있어 이를 
키우고자 하는 자

학생부 30

서류 20

면접 50

공직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의 해당자 
 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에 가입된 자의 자녀 
 나. 초·중·고·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된 자의 자녀
 다. 본교에서 정한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 각종 
공사 및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라. 위의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재직 후 퇴
직한자의 자녀

학생부교과 90

학생부비교과 10

사회적배려대
상자(국가유

공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의 해당자 
 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포함)
 다.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라.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의 자녀
 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사.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 다자녀가구 : 3자녀 이상의 가구 

학생부교과 90

학생부비교과 10

배재사랑섬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
가 있어 담임목사(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 20

면접 40

배재지역인재
대전시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의 인
재로 키우도록 담임교사로부터 추천 된 자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비교과 20

면접 40

백석대 수시1차

글로벌리더십

전공특성 또는 기독교 인성을 갖춘 인재로서 다
음 항목에 해당되는 자
1.교사(교감, 교장 포함)가 추천한 자
2.단체장(시군구청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
한 자
3.교목,종교교사, 출석교회 목회자가 추천한 자
4.목회또는 선교사역에 봉사하거나 하였던 자(목
사,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 및 배우자 또는 자
녀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 학생부 교과영

역 50

2. 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추천서,자격증, 수

상 및 봉사활동 실

적 등종합평가 50

-2단계 

면접평가

1단계평가점수 40

심층면접 60

자매결연고교
본 대학교와 교육연계 자매결연을 체결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과 동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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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백석대 수시1차

사회기여자및
배려자

가. 만학도 :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자(1982년 
2월 이전 출생자)
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친․외)손자․녀 : 독립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
는 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마.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
는 자의 자녀
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수행
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
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에 주소․직계가족․
배우자․친척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
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자녀
아. 환경 미화원의 자녀 : 환경 미화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의 자녀
자.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공무
원의 자녀 : 국토방위와 치안활동 및 사회적 안
정을 위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
의 자녀
차. 목회자 및 선교사의 자녀 : 현재 재직 중이
며, 국내․외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목
회자 및 선교사의 자녀
카. 다자녀 가구의 자녀 : 지원시점 현재 가족관
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타. 다문화 가구의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
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
(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단, 결혼 이
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결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
정하지 않음)

일반전형과 

동일함

지역학생우선
선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지역 소재 고등
학교 출신자(검정고시 합격자 지원할 수 없음)
충청지역
 ․ 충청남도 : 전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진천군, 청원군
경기지역
 ․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일반전형과 

동일함

부    산
가톨릭대

수시1차

일반학생전형
국내고교졸업자,검정고시출신자,2012년 2월 졸
업예정자

학생부 60

면접 40

일반학생전형
국내고교졸업자,검정고시출신자,2012년 2월 졸
업예정자

학생부 60

면접 40

인문자매교
전형

부산가톨릭대학교와 교육이념을 같이하여 자매결
연을 체결한 국내고교 중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60

면접 40

성직자추천
전형

가톨릭성직자(신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외일반고
교 및 특목고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학생부 50

준심층면접 50

자기추천전형
국내외 일반(인문계) 고교 및 특목고 졸업자 또
는 2012년 졸업예정자

학생부 50

심층면접 50

리더십전형
전교학생회회장/부회장/부장/차장/학년반장/부반
장/클럽반장/부반장을 고교3년간 1회이상 역임한 
국내고교졸업자 또는 2012년 졸업예정자

학생부 60

면접 40

정시(가)

교구장추천자
(신학과)

세례받은지 만3년이 경과한 천주교시자이면서 
소속교구장의 특별추천을 받은 고교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없음

학생부 60

면접 20

기타 20

대학수료자
(신학과)

4년제 대학 1년이상 수료자, 2년제 대학 졸업,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본당신부와 소속교
구장의 추천을 받은자(검정고시출신자도가능)

학생부 30

대학성적 30

면접 10

기타 30

수도자
(신학과)

가톨릭교회법에서 인정하는 수도자 중 소속장상
의 추천을 받은 고교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 60

면접 20

기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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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부    산
외국어대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성적 

100

체육실기능력
우수자

지정 종목 대회 수상실적, 자격증, 단증 소지자 실기능력실적 100

특정교과목
우수자

대학에서 지정하는 특정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자 학생부 100

영어권 2+2 
복수학위

일반고교·종합고 일반계열 졸업(예정)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수능 외국어영역 2등급 이
내이어야 함

학생부 70

면접 30

자기추천자
(입학사정관

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
교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 특정분야에 제한 없이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자신을 확실히 추천할 수 있는 자

-1단계 : 3~4배수

학생부 교과 20

서류 80

-2단계

학생부 교과 20

면접 40

서류 40(학생부 비

교과, 자기소개서, 

모집단위의 적합

성, 학업계획, 재

능과 자질)

사회배려
(기여)대상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지원공
상(순직)군경/지원공상(순직)공무원/고엽제후유의
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
무수행자/6.25참전용사의 본인, 자녀, 손자녀
-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
자, 다문화가정의자녀, 만학도, 취업자

학생부 100

외국어능력
우수자

공인 외국어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자
외 국 어 시 험 성 적 

100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고교·종합고 일반계열 졸업(예정)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영어학부, 커뮤니케이션일
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
학부, 중국어학부는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
이어야 함(탐구영역은 영역 
내 2과목이 각각 3등급 이
내)[전일제학부 제외]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해외유학생
외국에서 중.고교 2년 이상(고교 1년 이상 필수) 
연속하여 이수한 자

면접 100

삼육대 수시

검정고시 고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간호학과: 수능 2개 영역 3
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수능 2개 영
역 4등급 이내
기초의약과학과: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면접-면접위원 4명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
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검정고시 성적 80

면접 20

*예능학과

실기 80

면접 20

검정고시
(신학과)

고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침
례를 받은 자.(단, 당해연도 입학일(3월1일)기준
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성경시험 성적 60 이상/면
접 영역별 E+ 이상

검정고시 성적 60

면접 40

영농종사자 
자녀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농업종
사자(3년 이상)의 자녀, 축산업종사자(3년 이상)
의 자녀

면접-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
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80

면접 20

SU Leader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

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학교임원: 총학생회 차장 및 학급 내 부회장

(부반장) 이상(단, 절제회 회장․생활부장 포함)

②선행․효행․봉사 관련 수상자: 중앙정부기관장

(장관급이상 기관장, 처장, 청장 등), 지방자치단

체장(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

장),  지방행정기관장(지방청장, 서장), 교육자치

단체장(교육감, 교육장, 고등학교장), 사회단체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밝

은사회국제클럽」국제/한국본부 총재, 대한사립

중고등학교장회장,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 단, 

산하단체 제외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80

면접 20

*미술

 실기 80

 면접 20

*체육

 학생부 50

 실기 3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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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삼육대 수시

사회적배려
대상자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자
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 대상자) 및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6.25참천유공자의 손자녀
②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생활능력상실로 인한 해당거주지 사무소
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로 지정된 자 
③공무원자녀: 소방장 이하 직으로 15년, 경찰 
경사 이하 직으로 15년,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읍․면 단위 지역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일반직․기
능직)으로 15년 이상 현재 재직 중인자의 자녀
④군 부사관 자녀: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15년 이상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

간호학과: 수능 2개 영역 3
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수능 2개 영
역 4등급 이내
기초의약과학과: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80

면접 20

*미술

 실기 80

 면접20

SDA추천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자
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
고 있으며,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침례를 받은 
자
②출석하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담임
목회자의 추천서를 받은 자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60

면접 20  서류20

*체육

학생부 50

실기 30

면접 10 서류 10

*음악,미술

실기 80

면접 10 서류10

신학특별
2005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2010년 12월 31일 이
전에 침례를 받은 자.

성경시험 성적 60 이상/면
접 영역별 E+ 이상

학생부 50

성경시험 30

면접 20

상명대
(서울)

수시1차

SM 창의인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창의
적인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지속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1단계(4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면접고사 40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 1에 해당하 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그의 손자녀(외손 포함), 5·18민주유공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4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도서·벽지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도서벽지에서 2001. 1. 1 ~ 2011. 9.15 까지

의 기간 동안 통산 근무경력기간이 5년 이상이

며 2011. 9.15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서 2011. 9.15 현재 5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 중

인 자의 자녀)

-다문화가정(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와 외국국적인 

자 사이에 출생 한 대한민국 국적자)

학생부 50

논술고사 50

수시2차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981
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1단계(3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고사 50

글로벌
프런티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글로
벌프런티어로서의 열정을 지니고 이를 지속적으
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 자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1단계(3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고사 60

SM 미래교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미래

교사로서의 자질과 열정, 잠재력을 지닌 자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가능

인문계 : 없음
자연계 : 수리(가), 외국어
(영어) 2개 영역의 합이 7
등급 이내인 자

-1단계(3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고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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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상명대
(천안)

수시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년

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자

1.사회기여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

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

손 포함)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그의 손자녀(외손 불포함)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본인 또는 그

의 자녀

2.배려대상자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도서․벽지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14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 근무경력기간이 

5년 이상이며 2010년 9월14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도서․벽지 구분

   ․ 일반공무원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지

급 대상지역 및 등급구분표 적용

    ․ 교육공무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

칙의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적용

 -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으로서 2010년 9월14일 현재 5년이상 연속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다문화가정: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와 외국국적

인 자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학생부교과 70

학생부비교과_출결 

30

지역학생
우선선발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
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고등학교 미술교
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당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고등학교 구분(일반고, 특성화, 특목고)에 관
계없이 지원 가능함.]

[인문계,자연계,사

진영상미디어전공]

학생부교과(70)

학생부비교과_출결

(30)

[체능계]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미술교사추천
자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
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고등학교 미술교
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당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고등학교 구분(일반고, 특성화, 특목고)에 관
계없이 지원   가능함.]

*시각,패션,섬유,실

내,세라믹,산업,만

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공연영상미술학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포 트 폴 리 오 면 접 

 60

체육교사추천
자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
년도 2월 졸업예    정자로서 해당 고등학교 미
술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해당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
  [고등학교 구분(일반고, 특성화, 특목고)에 관
계없이 지원가능함.]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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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상지대 수시1차

상지스마트 2006년 이후 졸업(예정)자

ㆍ한의예과:수능3개영역 1

등급 이내

ㆍ간호학과:수능4개영역합

계 16등급

-1단계(3배수내외)

 교과내신 40

 교과추이,비교과 

  6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30

 자기소개서 10

전공적합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 40

면접 60

서강대

수시1차

학교생활

우수자전형

국내 정규 고교 '11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국

내고교 4개학기 이상 이수자, 3학년 2학기 제외)

 ※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종합고 

졸업(예정)자에 한함.(단, 종합고 실업과 이수자

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60

서류 20

면접 20

글로벌과학

인재전형

국내 고교 ‘11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수

학, 과학 교과 이수단위 합이 25단위 이상인 자

로서 수학, 과학에 재능이 있는 자

서류 60

면접 40

특기자전형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정분야에 뛰어난 자질이나 재능을 보유한 자

서류 60

면접 40

알바트로스

국제화전형

국내외고교 ‘10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공인외국어 일정이상 성적 취득자

* 검정고시 합격자는 2010년 1차(4월) 이후부터 

지원가능함

  영어(IBT : 105점, TEPS : 876점 이상)

  독일어(ZD,Goethe-Zertifikat B1 이상), ZMP, 

ZOP, Test DaF, KDS, GDS

  프랑스어(DELF B1 이상), DALF 

  중국어(구HSK 9급이상, 신HSK 6급 이상)

에세이(외국어) 80

서류 20

수시2차

가톨릭지도자

추천전형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중 '12학년도 대학수능

응시자로서 가톨릭교회의 사제 및 종신서원을 한 

남녀 수도자의 추천을 받은자

▷ 인문 : 언어,수리(가/

나),외국어,사탐(제2외국어/

한문 포함)/과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 자연 : 언어,수리(가),외

국어,과탐 4개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단, 수리(가)/과

탐 중 2등급 1개 필수)

*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의 평균등급 적용

논술 60

학생부 30

서류 10

사회통합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12

학년도 대학수능응시자로서 아래중 하나에 해당

하는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군인자녀, 대안학교출신, 다문

화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모든 지원자는 

2011년 9월 1일 기준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 

이상(3학년 2학기 제외)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인문 : 언어,수리(가/

나),외국어,사탐(제2외국어/

한문 포함)/과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 자연 : 언어,수리(가),외

국어,과탐 4개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단, 수리(가)/과

탐 중 2등급 1개 필수)

*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의 평균등급 적용

학생부 60

서류 40

가톨릭고등학

교장추천전형

가톨릭재단이 설립한 국내 정규 고등학교 '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

천을 받은 자

서류 60

면접 40

서경대 수시2차
교과성적

우수자

2008년 2월 이후 국내고교 졸업(예정)자로 본교에

서 요구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있는자

1)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언어,외국어,탐구(최고점1

과목) 등급 합이 12이하

2) 자연과학, 공학 계열: -

수리,외국어,탐구(최고점1과

목) 등급 합이 12이하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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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경대 수시2차 사회기여자

국내고교졸업(예정)자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및제2호
에 해당되는자의 자녀 및 손자녀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제15호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ㅇ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
항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에서
제3호에해당하는자의 자녀
ㅇ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에서 
제3호에해당하는자의자녀
ㅇ군인,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공
무원으로 근무지에서 15년이상재직중인자의 자녀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1
개영역이 3등급이내

학생부 100

서남대
(남원)

수시
1,2,3차

교사및
자기

추천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
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정시
가,나,다

교사및
자기

추천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
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
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정시(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ㆍ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ㆍ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ㆍ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ㆍ지원공상(순직)순경․공무원 및 그의 자녀
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ㆍ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ㆍ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100

서남대
(아산)

수시1차
수시2차
수시3차

교사및자기
추천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
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
천을 받은자

학생부 100

정시
가,나,다

교사및자기
추천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
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
천을 받은자

학생부 100

서  울
기독대

정시(나)

경시대회
입상자

고교 재학 중 본교 경시대회 입상자 및 전국규모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종합대학, 신문
사, 정부기관 등)

*예체능계열

 학생부10

 면접10  실기10

 입상성적70

고령자 만 25세 이상인 자
학생부 80

면접 20

교회추천자 
특별전형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또는 목회자로 부터 훌륭한 
자질을 인정받고, 그 교회나 목회자로 부터 4년
간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약속 받은 자

*인문사회계열

 학생부80

 면접20

*예체능계열

 학생부 80

 면접 10 실기 10

토익토플텝스
성적우수자

어학성적 우수자 (토익550, 토플450, 텝스 500 
이상)

*인문사회계열

 학생부10 면접20

 어학성적7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80

면접20

교회지도자 
특별전형

교회직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학생부 80

면접 20

학교장.교사
추천자

-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재학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의 장으
로 부터 모범상을 수상한 자
- 재학기간 중 학교장 또는 교사가 특별한 재능
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인문사회계열

학생부 80

면접 20

서  울
신학대

수시 추천자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소속 담임목사 추천
을 받은 자
2. 각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자녀로서 해외
선교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교회 고등부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경력자
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4. 미션계고교 선교(종교) 부장 경력자로서 교목
실장 추천을 받은 자
5. 지역(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시ㆍ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회복지
기관협회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
상

학생부60

면접 40

(신학과 :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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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신학대

수시

대안학교
출신자

본교에서 정한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 60

면접 40(신학과 :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만학도
고교졸업(예정)한 자로 모집학년도로부터 현재 
만 30세 이상인 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60

면접 40(신학과 :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다문화
가정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60

면접 40(신학과:학

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사회적배려
대상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각 교단 총회장의 추천을 받은 순교자의 손 자녀
9. 농어촌 목회자 자녀
10.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및 그의 자녀
11. 아동복지(생활)시설 출신자
12. 사회복지사로서 20년이상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한 자의 자녀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60

면접 40

(신학과 :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정시(가)
STU 

미래인재
수능 각영역에서 1등급 이상인자(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 20

수능 80

(신학과 : 학생부 

20, 면접 80, 성경 

10)

서  울
여자대

수시1차

바롬글로컬
(GLOCAL)

전형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TOEIC 850점, TOEFL(PBT) 600점, 
TOEFL(CBT) 250점, TOEFL(IBT) 100점, TEPS 
750점 이상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2) 제2외국어 : 불어(신 DELF A2 이상), 독어
(ZD 이상), 중국어(HSK 신 5급(구 6급) 이상), 
일본어(JLPT N1(구 1급) 또는 JPT 800 이상)
  3) 기타 자격기준 : 한국사 능력시험 2급, 국
가공인 한자자격시험 2급, KBS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 체육학과의 경우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선발종목:배드민턴,
빙상,수영,핀수영,스키,체조,태권도,테니스)

-1단계(3배수)

학생부33.33

실적66.67

-2단계

학생부20

실적40

심층면접40

*체육학과

실적88.9

면접11.1

미술실기
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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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언어, 외국어영역 등
급 평균이 5등급 이내

실기 100

바롬에코
(ECO)전형

고등학교 재학 중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
동한 경험이 있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3배수)

 학생부33.33

 실적66.67

-2단계

 학생부20

 서류40

 심층면접40

사회기여자
전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녀(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6.25전쟁 참전유공자 제외) 및 
그의 자녀
  3)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대상자에 한
함)와 그의 자녀
  6)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1단계(3배수)

 학생부62.5

 서류37.5

-2단계

 학생부21.74

 서류13.04

 심층면접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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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여자대

수시1차
바롬플러스형

인재전형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외 학생활동이나 봉사활
동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어 교사나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3배수)

 학생부33.33

 실적66.67

-2단계

 학생부20

 서류40

 심층면접40

수시2차
체육실기

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규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 4개 영역 중 1개 영
역이상 5등급 이내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탐구)은 상위 2개 과목 반
영(등급 평균),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영역의 한 과목
으로 인정

실기 100

서  울
장신대

수시

담임목사
추천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담임목사추천서를 받은 자.
3. 신학과 지원자는 2011. 2. 28. 이전에 세례
(유아세례 받은 자는 입교한 자) 받은 자
4. 신학과 지원자 중 다음 해당자는 지원자격이 
없음.
:검정고시자, 외국인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교
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일반 고
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이수자

*신학과

학생부 80

면접20

*교회음악과

실기 100

만학도

1.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12년 3월 1일 기준 만35세이상인자(1977
년 2월말 이전 출생자)
3. 담임목사 추천서를 받은 자
4. 신학과 지원자는 2011. 2. 28. 이전에 세례
(유아세례 받은 자는 입교한 자) 받은 자

신학과 : 면접 100

사회봉사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 되는 자

①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자원봉사와 관련된 수상경력이 있는 자(고등

학교장이 발행한 공로, 표창, 상장 등 포함)

③교역자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

-현재 교역자로 활동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업을 

실시 예정인 자

④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지역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

3. 담임목사추천서를 받은 자

학생부 100

지역우수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성남
시, 하남시, 수원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3. 신학과 지원자는 2011. 2. 28. 이전에 세례
(유아세례 받은 자는 입교한 자) 받은 자
4. 담임목사추천서를 받은 자.
5.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원자 중 다음 해당자
는 지원자격이 없음.
 : 검정고시자, 외국인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교
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일반 고
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이수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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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원대

수시1차

정보관련
대회입상자

- 한국정보올림피아드(정통부 주최 / 한국정보문

화진흥원주관) 장려상 또는 5위 이상

- 정보 꿈나무 축제 / 정보화 경진 대회(각 시.

도교육청 주최)의 프로그래밍 /  멀티미디어콘텐

츠 제작 분야 동상 또는 4위 이상

- 기타 전국 단위 IT경진 대회(국내 4년제 / 2년

제 대학 주최)동상 또는 4위 이상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 
2학년 및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이 있는 전 과목의 평
균 5등급 이상

수상실적 90

학생부 10

조리관련
대회입상자

- 조리기능 경기대회 장려상 또는 3위 이상 (한
국산업인력공단 주최)
- 조리경진대회 또는 음식박람회작품 장려상 또
는 3위 이상(각 시.도 대회 주최)
- 조리경진대회 장려상 또는 3위 이상 (국내 4
년제 / 2년제 대학 주최)

학생부 30

면접 30

수상실적 40

체육무용
실적우수자

- 임상건강운동학과 : 시.군.구대회 규모 이상의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의 대회 
또는 종목 협회 또는 대학교 주관의 전국대회 및 
지역대회 참가자(육상,축구,테니스,정구,탁구,핸
드볼,역도,빙상,유도,체조,사이클,농구,배구,씨름,
레슬링,수영(핀수영포함),야구,스키,승마,아이스하
키,하키,검도,궁도,사격,펜싱,태권도,배드민턴,조
정,인라인롤러,요트,볼링,양궁,카누,골프,수상스
키,산악,보디빌딩,세팍타크로,우슈,소프트볼,루지
봅슬레이,컬링,트라이애슬론,바이애슬론,스쿼시,
당구,택견,공수도,댄스스포츠,게이트볼,윈드서핑,
스킨스쿠버,생활체조,합기도,패더글라이딩,행글라
이딩,인라인스케이팅,라켓볼,인라인하키,전통무
용,스케이트,재즈댄스,현대무용,발레,밸리댄스,힙
합,에어로빅,리듬체조,오리엔티어링)
- 레저운동관리학과 : - 대한체육회나 가맹경기
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의 대회의 시,
군,구대회 규모이상 대회 참가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포함된 종목에 등
록한 선수
 ②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에 포함된 
종목의 선수
 ③그 외 다음의 종목에 포함된다(에어로빅, 재
즈댄스, 현대 무용, 발레, 밸리댄스, 힙합)
 - 위 ③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
의 협회가 주관한 시,군,구대회 규모 이상 대회 
참가자

학생부 20

면접 30

수상실적 50

국가(독립)
유공자및

자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
녀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100

TOEIC성적
우수자

- TOEIC점수 830점 이상
TOEIC 성적 90

학생부 10

교사추천자 
Ⅰ

- 일반계(종합고 인문계과정 포함)고등학교졸업(예
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수시2차

지리올림피아
드대회입상자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시 지역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

학생부 100

교직원자녀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단, 수학교육과는 수리"가형" 응시자에 한함)
-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중 한 명이 
10년 이상 교육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의 손ㆍ자녀 또는 부부가 교육기관에 재
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학생부 100

교사추천자 
Ⅱ

- 일반(종합고 인문계과정 포함)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단, 수학교육과는 수리"가형"응시자에 한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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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선문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
하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다만, 내
국인에 한하여 지원가능)
[추천분야]
어학,문학,창작,논술,수학,과학,정보,출판,특수재
능,무형문화 전통기능, 발명 및 특허권,
연예활동, 예술활동, 경진/경시대회입상, 특이경
력, 각종 임명장 및 전문자격증 등과 관련된 전 
분야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자녀(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거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자의 자녀)
* 부 또는 모 귀화가정 인정

학생부 40

면접 60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 
또는 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외)자녀(제4
조 제1호 및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자유상이자 
및 지원 대상자 포함,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부터 제15호)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따
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휴우증 환자 및 그의 
자녀(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제
4조 제1호 내지 제3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나.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환경미화원, 
교도관직, 집배원, 사회복지기관에 10년이상 재
직중인 자와 그의 자녀 
 다. 만학자(고교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만29세 이상인 자(1981년 3월1일 이전 출생자)
 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마. 취업자
  1) 고등학교 졸업 후 수시1차 입학원서 접수
일 기준으로 아래 2)항의 취업기관에서 통산 2
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휴직ㆍ군복무 및 임
시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직장을 옮겼을 경우 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
산됨.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어도 이를 근무기간으
로 인정함. 
  2) 취업기관의 범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의료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학생부 100

어학능력
우수자

2009~2011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후라도 해당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얻은 자  
 -영어: 토플(CBT197점), 토익700점, 텝스522점
 -일어: 일본어능력시험3급이상, JPT400점이상, 
NIKKEN400점이상
 -중국어 : HSK4급이상인자, CPT-500이상인자
 -스페인어 : DELE시험 lnicial 이상 통과자
 -러시아어 : TORFL시험 기초단계 이상 통과자

면접 100

인근지역
출신자

충남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
정자(평팩,안성 포함)

학생부 70

면접 30

교사추천자 고교졸업자예정자로서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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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선문대

수시1차 리더십

[모범학생 및 리더십] 
-재학중 전교 학생회장/부회장, 학년 회장/부회
장, 학급반/부반장, 부장 (1학기 이상, 3학년 2
학기 제외) 역임한자
[표창수상자]
재학중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4년제 대학총장, 특별시장, 도지사,광역(기초)단
체장, 지방경찰서장 이상, 교육기관장(교육감, 교
육장)이상, 언론사 사장의 선/효행/봉사 및 모범
상, 학업상의 개인표창 수상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수시2차 글로벌리더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 이
상인 자로써 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이 불가능한자는 지원 
할 수 없음 

*인문계열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중에서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에서 1등급이며, 
다른 영역이 2등급, 또 다
른 영역에서 3등급이내인
자이며,
-탐구영역에서는 1개과목
이 3등급 이내인자
*자연계열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중에서 수리영역(가/나
형) 또는 외국어영역에서 1
등급, 다른 영역이 2등급, 
또 다른 영역에서 3등급 
이내인자이며,
-탐구영역에서는 1개과목
이 3등급이내인자

학생부 100

성결대 수시1차

글로벌인재
학업에 충실하고 특정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미래성장의 잠재력 등 본인의 능력을 증
명할 수 있는 자

면접 60

학생부 40

적성우수자 적성검사 우수자 전형
적성검사 60

학생부 40

예성지방회장
추천자

예성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100

특수계층(독
립,국가,518
민주유공자손

,소년소녀
가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
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
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된 
소년․소녀가장

학생부 100

만학도
1979년 1월 1일 이전 졸업생으로서 고교졸업 5
년 이상인자

학생부 100

교회봉사자

 교역자 배우자
․ 교회 고등부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교사, 성가대 및 반주봉사자로서 담
임교역자의 추   천을 받은 자 
․ 기독교계 고등학교의 전교 종교부장으로서 교
목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교단의 총회장(노회장, 지방회장 포함)의 추
천을 받은 자
․ 교회 관리인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자의 자녀 
또는 지원자가 교회관리인으로 3년 이상 봉사한 
자로서 담임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신학
부(야)만 해당

학생부 100

성공회대 수시1차

NGO활동
우수자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NGO단체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자

학생부 60

면접 20

활동실적 20

문화활동
우수자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문, 방송, 대중음악, Web, 만화, 애니메이
션, 전자출판, 미디어 등의 문화 활동 경력자

학생부 40

면접 40

활동실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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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성공회대 수시1차

특기자

1)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전국 규모의 각종 경시, 경연, 경진대회 입
상자(경영학부, 소프트웨어공학과)
 ○ 그리기능력우수자로서 포트폴리오(작품 소개
서 또는 작품 모음집)를 제출한 자(디지털컨텐츠
학과)
 ○ 컴퓨터프로그래밍 경험자로 컴퓨터 프로그래
밍 포트폴리오(작품 소개서 또는 작품 모음집)를 
제출한 자(소프트웨어공학과)
 ○ 어학능력우수자 (학과별 지원 자격 - 아래) 
*2008년 3월 1일 이후 최득한 어학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선발학과 지원 자격
*영어학과: TOEIC 750점 이상, TOEFL 87점 이
상(IBT 기준), TOEFL 227점 이상(CBT 기준), 
TEPS 628점 이상 인 자,영어과목의 평균등급이 
4과목이상 2등급이상인자 
*일어일본학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JPT 600점 이상 취득자, 일본어관
련과목이 2과목이상 1등급이상인자 
*중어중국학과: HSK 6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신 HSK 5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국어 관련 과
목 성취도가 2과목 이상 1등급이상 취득자, 중국
어관련과목이 2과목이상 1등급이상인자
*: 경영학부: 영  어 : TOEIC 750이상, TOEFL 
227이상(CBT 기준), TEPS 628이상 또는 영어 발
표 가능자, 영어과목의 평균등급이 4과목이상 2등
급이상인자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JPT 600점 이상 취득자, 일본어관련과목이 
2과목이상 1등급이상인자 
중국어 : HSK 6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신 HSK 
5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국어관련과목이 2과목
이상 1등급이상인자

학생부 60

면접 40

기독교목회자
추천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2)기독교 목회자(신부, 목사, 사관, 교목 등)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0

면접 40

대안학교출신

1)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2) 본교에서 정한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면접 100

국가독립
민주화유공자

(손)자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 4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 (손) 자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률 해당자 및 (손)자녀
 ○ 5․18 민주화운동 공헌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제 1호부터 3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공
헌자 본인 및 (손)자녀
 ○ 제주 4․3 항쟁 희생자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한 제주 4․3 항쟁 희생자의 
손․자녀
 ○ 양심수 및 양심수 직계 가족(손자녀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
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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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성공회대 수시1차
신문방송관련
동아리지도
교사추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
교 재학기간중 교내(외) 신문,방송,교지 등의 활
동을 한 자로 지도교사(교외 연합단체의 경우는 
연합 지도교사)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0

면접 40

성균관대 수시1차

나라사랑

- 독립유공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산재, 장기복무 군인 자녀 
-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 경찰 및 소방공
무원 자녀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인문과학계열>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합 
6이내

학생부 70

사정관평가 30

학교생활
우수자

국내 일반 고교 출신자로 3학년 1학기까지 학생
부 성적이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인문계, 영상학, 의상학>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합 
6이내
<자연계>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
탐 중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학생부 70

사정관평가 30

동양학인재
동아시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역량을 갖춘 자

<인문과학계열>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합 
6이내

학생부 70

사정관평가 30

자기추천자
특정분야에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하
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없음

-1단계

 학생부 40

 사정관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지역리더육성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서 고교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총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
모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인문계, 영상학, 의상학>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합 
6이내

<자연계>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
탐 중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학생부 70

사정관평가 30

사회봉사특기
자

사회봉사 활동이 탁월하고, 사회복지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

-1단계

 학생부 40

 사정관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리더십특기자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 40

 사정관평가 3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성  신
여자대

수시1차

기회균형

201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가능
성을 가진 자 또는
- 주어진 역경을 극복하여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실기우수자
2012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 미술대학: 수능 4개 지
정영역 중 2개 영역이 각
각 5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이 4등급 이내일 경우 
나머지 영역은 6등급 이내
인 자
- 음악대학:  수능 4개 지
정영역 중 2개 영역이 각
각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이 5등급 이내일 경우 
나머지  영역은 7등급 이
내인 자(단, 기악과 관악 
및 현악전공은 수능 최저학
력기준 없음)

*미술대학, 음악대

학

실기 100

*미디어영상연기, 

현대실용음악, 무

용예술, 메이크업

디자인과

-1단계

 실기 10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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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성  신
여자대

수시1차

자기주도형인
재

- 201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로서
-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적의 향상을 보여 향후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자 또는 
- 자기주도 학습으로 특정분야에서 뚜렷하게 두
각을 나타내어 향후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자

- 1단계

서류평가 100

-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특성화인재

- 2012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 미디어 문화 분야(아나운서, 기자, PD)에서 전
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잠재성을 지닌 자 
또는 
- 문화예술 분야(문화예술경영, 무용예술)의 전
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을 지닌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40

 면접 60

성신글로벌인
재1

- 2012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 모집학과별 어학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어학
별 지원자격은 추후 모집요강에 공지)

-1단계

어학성적 100 (일

정배수 선발)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지역인재

- 2012년 2월 이전 국내 일반 고등학교(서울시 
이외 지역) 졸업(예정)자
- 소속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로서 대학 졸
업 후 지역발전에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각 학교별 3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함)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성신리더십우
수자

-2012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미래를 선도할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자 
또는 대학 졸업 후 군 장교로 지원하여 미래 한
국군을 이끌 리더의 자질을 지닌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 접 40

수시2차
성신글로벌인

재2

- 2012년 2월 이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학과별 어학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어학
별 지원자격은 추후 모집요강에 공지)

공인어학성적 100

세명대

수시1차

자기추천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
정)자 중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전공과 관
련하여 특기, 소질, 열정, 창의성 등을 갖춘 
Midfielder형 인재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

-2단계

 1단계 60

 심층면접 40

사회기여자
자녀

2008년 2월~2012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
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아래의 어느 한 기준
에 해당하는 자
<국가(독립)유공자 및 자손>
<공무원,교직원,군인,경찰,환경미화원으로 2011
년 8월말 기준 10년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인 자의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 자녀> 

 (간호학과) 수능 언/수/외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임상병리학과) 수능 언/
수/외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100

일반고교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6등급
- 수능 최저학력기준 추가
적용 대상학과
 (간호학과) 수능 언/수/외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임상병리학과) 수능 언/
수/외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100

*간호학과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1단계 80

 면접 20

지역인재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
정)자 중 본 대학교 교육목표인 인성중심, 실용/
전문화, 글로벌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로서 창의
성과, 봉사정신, 소통능력을 갖춘 Midfielder형 
인재
<지역 : 제천,단양,충주,음성,원주,횡성,영월,평
창,태백,정선,여주,이천,안동,영주,봉화,예천,문경
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1단계(5배수)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

-2단계

 1단계 60

 심층면접 40

수시2차 일반고교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6등급 학생부 교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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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세종대 수시

글로벌인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외 고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 중 2010.3.1 이후 아래의 기준
에 해당되는 자
-IBT 92점 이상 또는 CBT 237점
-TOEIC:880점 이상    -JPT:850점 이상
-JLPT : N1(구 1급)   -HSK:6급

1단계

공인외국어성적으

로 5배수 선발

2단계

외국어성적 60

면접 4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1호～6호(1호:순국선열 2호:국지사 3호:
몰군경 4호:전상군경 5호:순직군경 6호:상군경)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손ㆍ자녀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으로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점수 60

 서류평가 20

 면접 20

사회배려자

-다문화 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소년ㆍ소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
항의 제1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재원기간
이 만 3년 이상이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원하
고 있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으

로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점수 70

 서류평가 30

창의적리더십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사회봉사, 선행, 효행, 고교 
교내외 활동 등에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어 창
의적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불가)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점수 50

 면접 50

수    원
가톨릭대

정시(가)

교구장추천자
성직을 지망하는 일반학생 또는 대학수료자로서 
소속 교구장의 특별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학생의 경우

학생부 30

수능 60 본고사10

*대학수료자 경우

학생부 30

전적대학성적 30

본고사(영어20, 가

톨릭교리20)

대학수료자

①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또
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세례 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한 천주교 신자
로서 성직지망자 또는 수도자

①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또는 4
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
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생활기록

부30

전적대학성적 30

본고사40(영어 20,

가톨릭교리 20)

수도자
가톨릭 교회법에서 인정하는 수도원장의 특별 추
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
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본고사 100(영어

50,가톨릭교리50)

평신도지도자

①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
② 가톨릭교회 및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
하기를 원하는 가톨릭 신자로서 
 만35세 이상인 자
③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고사 100(영어

50, 가톨릭교리50)

수원대 수시1차

미래핵심인재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특성화고교제외)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의 열의가 높아 미래성
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자

학생부 50

면접 50

유공자자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을 갖춘 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직
계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의 자녀

학생부 50

적성고사 50

영어우수자
- 아래 영어성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성적은 
2010.3.1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
-TOEIC : 700점 이상, TOEFL(IBT) : 61점 이상

적성고사 50

영어성적 50

지역핵심인재
-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및 오산시에 거주하는 
고교졸업(예정)자

학생부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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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숙  명
여자대

수시1차

글로벌
여성인재

2011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0년 4월 이후 외국 소재 고교졸업자로 
영어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국
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1단계 성적 40

 면접 60 

자기추천자-
수학과학역량

2011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로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으며 수학·과학 관련 분야
에 관심 및 열정이 있는 자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자기추천자-
인문역량

2011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로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으며  관찰, 해석, 비판을 
생각의 도구로 사용해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인
문적 소양이 우수한 자

-1단계(3배수)

 서류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사회기여및
배려자

2010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로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는자 중(단, 독립유공자손
자녀는 고교졸업년도 제한없음)중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군인자녀,환
경미화원자녀,아동보호시설출신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자녀,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자녀, 5·18민주유공자자녀

학생부 100

자기주도
학습우수자

2011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중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으며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
래와 꿈을 위한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자

-1단계(2배수)

 교과+비교과 100 

-2단계

 1단계 성적 40

 면접 60

외국어우수자

2010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2009년 4월 이후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
정)자 중 2009년 12월 1일 이후 시행된 해당 시
험 중 한 개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영어 : 
SMU-MATE, TOEIC, TOEFL, TEPS, -프랑스어 
: DELF, DALF, -중국어 : HSK, -독일어 : ZD, 
ZMP, Test DaF 시험 합격자, -일본어 : JLPT, 
JPT)

-1단계(5배수)

 외국어성적 100 

-2단계

 1단계성적 40

 원어면접 60

지역핵심인재

2012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중 해당 지역 소재 고교에
서 5학기 이상 재학하고, 5학기 이상 학생부 성
적이 있는 자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
1)지역활동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자
2)재학중인 고교의 학교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40

 면접 60

학교장추천
리더십

2011년 2월 이후 국내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으며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
1)교내 학생회, 학급 등의 임원활동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교내외 단체 및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
는자로 진취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
2)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40

 면접 60

순천향대 수시1차

글로컬리더
(지역선도

인재)
대전·충청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 자

적용하지 않음(단, 의예과
는 수능 언수외탐 등급 합 
6 이내, 간호학과는 수능 
언수외탐 중 우수 3개 영
역 등급 합 10 이내)

-1단계

서류 100(모집인원

의 3배수내외선발)

-2단계

 학생부 50

 면접 50

의약바이오
인재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과학 분야에 흥
미와 소질이 있는 자

적용하지 않음(단, 의예과
는 수능 언수외탐 등급 합 
6 이내, 간호학과는 수능 
언수외탐 중 우수 3개 영
역 등급 합 10 이내)

-1단계

학생부 50

서류 50(모집인원

의 3배수내외선발)

-2단계

 면접 100

인간사랑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봉사활동을 성
실히 수행한 자

-1단계(3배수내외)

 학생부 50

 서류 50

-2단계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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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순천향대 수시1차

자매고등학교
출신자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
학 : 수능 언수외탐 중 우
수 2개 영역 등급 합 9 이
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의료과학대학 : 수능 언수
외탐 중 우수 2개 영역 등
급 합 8 이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수능 언수외탐 중 우수 2
개 영역 등급 합 11 이내
의예과 : 수능 언수외탐 등
급 합 6 이내
간호학과 : 수능 언수외탐 
중 우수 3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

학생부 100

피닉스인재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분야에 대
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1단계

서류 100(모집인원

의 3배수 내외 선

발)

-2단계

 학생부 50

 면접 50

사회공헌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졸업학
력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
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순경, 지원
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5. 장기근속공무원
- 군 부사관 이상의 현역 직업 군인, 경찰공무
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및 
그의 자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
학 : 수능 언수외탐 중 우
수 2개 영역 등급 합 9 이
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수능 언수외탐 중 우수 2
개 영역 등급 합 11 이내
의료과학대학 : 수능 언수
외탐 중 우수 2개 영역 등
급 합 8 이내

학생부 100

숭실대 수시1차

SSU자기추천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
조

-적용(세부사항 2012학년
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
조)

- 1단계

서 류 종 합 평 가 

100(3배수 이내)

-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대안학교
출신자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미적용

- 1단계

서 류 종 합 평 가 

100(3배수 이내)

-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적용(세부사항 2012학년
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
조)

-1단계

서 류 종 합 평 가 

100(3배수 이내)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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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숭실대

수시1차

국제화1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적용

학생부 60

면접 40 (지원자격

제한있음)

이북5도민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1단계

서 류 종 합 평 가 

100(3배수 이내)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SSU리더십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1단계

서 류 종 합 평 가 

100(3배수 이내)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수시2차

이공계우수자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적용(세부사항 2012학년
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
조)

학생부 60

면접 40

국제화2 세부사항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조
-적용(세부사항 2012학년
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참
조)

학생부 60

면접 40(지원자격

제한있음)

신라대 수시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합격자
검정고시 성적 

100

글로벌리더
고교 졸업(예정)자 (2012년 졸업예정자 및 
2011~2006년 졸업자)로서 학생부 교과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실기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자(검정고시 출신 포함)

실기성적 100

자기추천자
고교 졸업(예정)자 (2012년 졸업예정자 및 
2011~2006년 졸업자)로서 학생부 교과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사회기여자및
배려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생활
기록부상 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
는 자  
 가) 초·중·고등학교 평교사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나)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자의 
자녀
 다) 부사관(준사관 포함)으로 재직 중인자의 자녀
 라) 경찰(교도관 포함)·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인 자의 자녀
 마) 청백리수상자의 자녀 
 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 제73조(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해당자 및 자녀 
 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호～ 제3호에 해당자와 그 자녀 
 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호～제3호에 해당자와 그 자녀  
 카) 소년·소녀가장
 타) 고교 재학중 선·효행 표창을 받은 자
 하) 만학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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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신라대 수시

일반고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

사범대학,간호학과,물리치
료학과, 치위생학과 지원자
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
어), 탐구영역(2과목) 중 2
개 영역 이상이 수능등급 
4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특성화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
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지원
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중 
2개 영역 이상이 수능 4등
급 이내이어야 함.

학생부 100

교사추천자
고교 졸업(예정)자 (2012년 졸업예정자 및 
2011~2006년 졸업자)로서 학생부 교과등급을 
산출할 수 있으며 교사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아  세  아
연합신학대

정시(나)

산학협력선교
단체장추천자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의 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구술면접 80

성경고사 20, 인성

검사(합격/불합격)

국가유공자및
자손

다음 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자
①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②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③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④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⑥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⑦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30

수능 30

구술면접 30

성경고사 10, 인성

검사(합격/불합격)

만학도
2007년 2월 졸업자를 포함한 그 이전 졸업자 또
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구술면접 80

성경고사 20

인성검사(합격/불

합격)

기독교사역자
교회를 포함한 각종기독교 관련기관에서 종사하
는 사역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구술면접 80

성경고사 20

인성검사(합격/불

합격)

아주대 수시1차

학생부우수자
전형

2010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중 국내 일
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만 해
당)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를 모두 이수
한 자[조기졸업자는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

우선선발: 수능최저학력기
준 없음
일반선발: 아래의 수능최저
학력기준 적용
[자연]언어,수리(가),외국
어,탐구(과탐) 중 상위 2개
영역 백분위 평균 80점 이
상
[인문]언어,수리(가/나),외
국어,탐구(과탐/사탐) 중 상
위 2개영역 백분위 평균 
85점 이상

(일괄) 학생부 100 

(모집인원의 30 우

선선발인원은 최저

학력기준 미적용)

커리어로드맵
전형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
업(예정)자 포함)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국가유공자 
및 

사회기여자
전형

가. 2010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업

자 포함]로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만 해당)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조기졸업(예정)자는 2학

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 중 다음 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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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

는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 군부사관(준위 이하)의 자녀 또는 직업군인으

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7) 경찰공무원(경사 이하)의 자녀 또는 경찰공무

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8)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의 자녀 또는 소방공

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9)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아주대 수시1차

외국어우수자
전형

2010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중 

(1) 영어 공인성적 소지자[TOEFL(IBT), TOEIC, 

TEPS]

(2) 불어불문학전공(전공예약제)은 국내외 프랑

스어 공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내외 프랑스어 

관련 전국규모 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자

* 검정고시 합격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합격

자만 해당

-1단계

 외국어성적 100

-2단계

 1단계70

 심층면접30

경기도우수
인재전형

2010년 2월이후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자(고교 

당 8명까지 추천)

[자연]언어,수리(가),외국어,

탐구(과탐) 중 상위 2개영역 

백분위 평균 80점 이상

[인문]언어,수리(가/나),외

국어,탐구(과탐/사탐) 중 상

위 2개영역 백분위 평균 

85점 이상

학생부 80

서류평가 20

과학영재전형

2010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로서 

- 과학(영재)고 (조기)졸업(예정)자 

- 국제/국내 수학/물리/화학/생물/정보 올림피아

드 입상자[고등학교과정]

학생부 30

서류평가 30

심층면접 40

러프다이아
몬드전형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

업(예정)자 포함)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아주리더십
전형

2010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미래를 선도할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자 

또는 전교 총학생회장/부회장, 학년 회장/부회장, 

학급 반장/부반장을 1학기 이상 수행한 자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안양대 수시

글로벌전형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

로서,

- 글로벌 소양을 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

- 자기주도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비교과 10

 서류심사 90

-3단계

 심층면접 100

마이스터전형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

로서,

- 21C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할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자

-자기주도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비교과 10

 서류심사 90

-3단계

 심층면접 100

교목·담임
목사 추천자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기독교 세례교인

으로 교목 및 소속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유아세례자는 입교를 한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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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안양대 수시

국가사회 
헌신 봉사자 

및 
배려대상자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와 제

2호(순국선열 및 애국 지사의 손․자녀)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2.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부모의 생활능

력 상실로 인해 시․군․구청으로부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로 지정된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산업재해자로 판정 받은 자의 자녀

6. 직업군인으로 10년이상 복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7. 환경미화원(구청소속)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8.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9.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10. 체신청 집배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

는 자의 자녀

11. 법무부 교도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

는 자의 자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30

우수인재전형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
로서,
- 지원학과 전공 특성에 작합한 잠재력과 열정
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자
- 자기주도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비교과 10

 서류심사 90

-3단계

 심층면접 100

리더십전형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
로서,
- 고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
고 공동체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자
- 자기주도성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비교과 10

 서류심사 90

-3단계

 심층면접 100

연세대
(원주)

수시1차

학생부우수자 
전형

국내 일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2년 2
월 졸업예정이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5개 학기 모
두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기재되어
야 하며, 전문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
자는 제외)

*인문:언어,수리(가)또는 
(나), 외국어, 사(과)탐 중 
2등급 이내 1개 또는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이하 
*자 연: 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탐 영역 중 2등급 
이내 1개 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의예: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탐 영역 중 1등급 3
개 이상

교과 90

비교과 10

동아시아국제
학부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전문계과정 이수자 제외)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영어면접 40

강원인재육성 
전형

<학교장 추천자>
강원도 소재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
정을 이수 예정인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전문계과정 이수자 제외)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1~2)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문계과정 이수자 제외)
1.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관학 협정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그 소
재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
수 예정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인문: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사(과)탐 중 
2등급 이내 1개 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자연: 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탐 영역 중 2등급 
이내 1개 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하 
*의예: 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
급의 합이 4 이하. 단, 수
리(가) 또는 과탐 중 한 영
역 1등급 포함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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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연세대
(원주)

수시2차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
상자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
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독립유공자 자년 및 손자녀(외손포함)
2.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3.국위선양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외손포함)
4.5.18민주유공자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 
및 자녀
5.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 자녀
6.조손가정 손자녀
7.장애우 부모 자녀
8.다자녀가정 출신자
9.다문화 가정

*인문: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사(과)탐 영
역 중 2등급 이내 1개 또
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하 
*자연: 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탐 영역 중 2등급 
이내 1개 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하 
*의예: 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
급의 합이 4 이하. 단, 수
리(가) 또는 과탐 중 한 영
역 1등급 포함

서류 60

논술 40

정시(나)
동아시아국제

학부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전문계과정 이수자 제외)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영어면접 40

연세대
(서울)

수시

IT명품인재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세계 IT를 이끌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갖춘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및 면접 종합

평가 100

과학인재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2012년 2월 정규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
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35단위 이상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가중 평균
등급이 각각 3등급 이내인 자
   - 수학 관련 전문교과와 과학 관련 전문교과
의 이수단위의 합이 10단위 이상인 자
2.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참
가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자 포함), 국내 
전국규모(사설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고교 주관 
제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3.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과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서류 60

논술 40

글로벌리더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서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지원자격 1]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
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와 국제 전문교
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58단위 이상인 자
-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와 국제 전문교
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32단위 이상이며 이수 
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지원자격 2]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서로 다른 2개 이상 언어의 공인성적(한국어 제
외)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는 자
[지원자격 3]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 올림피아드 참가자(참가
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자 포함), 국내 전
국규모(사설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고교 주관 제
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부분적용

인문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수리 또는 과
학탐구 포함함)
의치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1등급
※ 탐구과목 등급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임
※ 과학탐구가 반영영역으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
과목에 물리 또는 화학 과
목이 포함되어야 함

서류 60

논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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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연세대
(서울)

수시

사회기여자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2.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동 법률에 따

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의 자녀

3.국위선양자: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분야 등에서 세계적

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4. 5·18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5. 민주화운동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 및 그 자녀(민주화운동관련

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

자증서 발급 가능자)

6.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출신자

부분적용

인문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수리 또는 과
학탐구 포함함)
※ 탐구과목 등급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임
※ 과학탐구가 반영영역으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
과목에 물리 또는 화학 과
목이 포함되어야 함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면접 40

언더우드국제
대학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2009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전문계 과정 
이수자 제외)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영어면접 40

예체능인재 
전형

1. 예능계열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격 검정고시 합격자
2. 체능계열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
년 2월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가. 단체종목(축구, 농구, 야구, 빙구, 럭비)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또는 국제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해당 종목별 연맹에서 우수선수로 추천한 
자(단, 축구종목은 2010년 고교리그대회에서 소
속팀 총경기 시간의 30 이상 출전하거나 고등학
교 재학 중 전국 또는 국제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한 자)
나. 개인종목[체육교육학과 : 골프, 스포츠레저
학과 :  빙상, 수영, 유도(이상 우선선발) 및 대
한체육회 가맹종목] 
전국 또는 국제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개인종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1. 예능계열 : 단

계별(2단계) 실기 

100

2. 체능계열 : 서

류종합평가 100

진리·자유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2년 2
월 졸업예정이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국내 고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5개 학기 모두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기재되어야 
하며, 전문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인문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수리 또는 과
학탐구 포함함)
의치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1등급
※ 탐구과목 등급은 상위 
2과목 평균등급임
※ 과학탐구가 반영영역으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
과목에 물리 또는 화학 과
목이 포함되어야 함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서류 100

-3단계 

 서류 70

 면접 30

창의인재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및 면접 종합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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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연세대
(서울)

정시(가)

IT명품인재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09년 4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세계 IT를 이끌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갖춘 자

추후공지 추후공지

기회균등 
특별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특수교육대상자 트랙 및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트랙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
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도 포함)로서 
다음의 지원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학생 : 아래의 가항, 나항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가.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
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
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나.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
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
신 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2.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
하여 장애인 등록(1급부터 3급까지만 인정)이 되
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1급부
터 6급까지만 인정)되어 있는 자
3. 특성화고교출신자 :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
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
인한 자[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
월 31일 이내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
학교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하며(4월 1일 이후 전입학자는 지원자
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 새터민(북한이탈주민)
6. 사회적배려대상자
가.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
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나. 조손가정 출신자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
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다. 장애우 부모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
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
한 장애등급이 3급 이상(1~3등급)인 자의 자녀
라.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 국내외의 벽오지에서 200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 
근무경력 기간이 5년 이상이며 2011년 12월 10
일 현재 해당 분야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1. 인문 :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사탐/과탐 영
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
내
- 탐구영역 등급 판정 조
건 : 탐구영역 및 제2외국
어/ 한문 영역의 응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
급이 2등급 이내
2.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수리 또는 과학탐구 중 하
나 이상이 2등급 이내이어
야 함)
-탐구영역 등급 판정 조건 
: 탐구영역 2개 이상의 응
시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
3. 의치 : 언어, 수리가, 외
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
개 이상 1등급 이내 
-탐구영역 등급 판정 조건 
: 탐구영역 2개 이상의 응
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1등급 이내
4. 예능 : 없  음
5. 체능 : 언어, 수리(가/
나), 외국어, 사탐/과탐 영
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
내
-탐구영역 등급 판정 조건 
: 탐구영역 2개 이상의 응
시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 과학탐구가 반영영역으
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
과목에 물리 또는 화학 과
목이 포함되어야 함
※ 특성화고교출신자 트랙 
지원자에 한하여 탐구영역
을 직탐으로 응시가능

수능 50

서류 50

예체능은 정시 일

반전형과 동일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2009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전문계 과정 
이수자 제외)

추후공지 추후공지

정시(나)
기회균등 
특별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특수교육대상자 트랙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트랙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도 포함)로서 다
음의 지원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학생 : 아래의 가항, 나항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음악대학(단, 성악 

제외)에 한함.정시 

일반전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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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
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
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나.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
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
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2.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
하여 장애인 등록(1급부터 3급까지만 인정)이 되
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1급부
터 6급까지만 인정)되어 있는 자
3.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영남대 수시

학교생활기록
부성적우수자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교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방식에 의한 지정교
과 이수단위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일반학생전형과 동일 학생부 100

글로컬인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
역 중 1개 영역이 기준 등
급 이내

-1단계(2배수)

 서류 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만학도
1982. 2.28 이전 출생자(2012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면접 100

사회기여및
배려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 
해당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장기복무 군부사관(준위 포함)의 자녀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70

면접 30

영어성적
우수자

2009년 10월 1일 이후(시험 응시일 기준) 취득
한 성적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TOEIC은 국
내 또는 일본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
- 인문사회 : TOEIC 680점 이상 또는 TOEFL 
IBT 72점(CBT200점) 이상인 자 단, 영어교육과
는 TOEIC 8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87점
(CBT 227점) 이상인 자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30

면접 30

영어성적 40

영  남
신학대

수시

고령자
사회 및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30세 이상된 자로서 출신교회 담임목사
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종교지도자 
추천자

종교지도자 추천으로 총회장 또는 노회장 또는 
고등학교 교목의 추천을 받는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국가유공자 
및 자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3
호(고엽제휴유의증화자중수당지급대상자에 한함)
에 해당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교역자자녀
교역자자녀로서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하는 소속 
교단에서 목회경력 5년 이상된 교역자의 자녀이
며, 노회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으로 고교 재학기간 중 품행이 단정
하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정시(가)

고령자
사회 및 교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30세 이상된 자로서 출신교회 담임목사
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종교지도자 
추천자

종교지도자 추천으로 총회장 또는 노회장 또는 
고등학교 교목의 추천을 받는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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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영  남
신학대

정시(가)

국가유공자 
자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3
호(고엽제휴유의증화자중수당지급대상자에 한함)
에 해당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교역자자녀
교역자자녀로서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하는 소속 
교단에서 목회경력 5년 이상된 교역자의 자녀이
며, 노회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으로 고교 재학기간 중 품행이 단정
하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영동대

수시1차
지역고교
출신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서 영동군지역고
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학생부 100

수시2차

아래에 기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
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학생부 100

영산대
(경남)

수시1차

체육재능
보유자전형

고등학교기간동안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전국규

모 대회에서 3회 이상 출전한 자 또는 단증소지

자

학생부 50

면접 50

자기추천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

교 졸업과 등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 30

면접 20

자기추천서 50

사회기여자
전형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 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 장기복무(10년이상) 직업군인의 자녀

9. 장기근무(10년이상) 공무원 및 교,직원 자녀

학생부 100

일반
고교전형

1.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제외)

2.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1. 없음
2. 언어,외국어(영어),수리,
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등
급이내

1. 학생부 100

2.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50  

 면접 50

특성화

고교전형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

생 제외)

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1. 없음
2.언어,외국어(영어),수리,
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등
급이내

1. 학생부 100

2.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50

       면접 50

수시2차

자매결연
인문고전형

1.본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인문고교 출신자

(간호/물리/치위생 제외)

2.본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인문고교 출신자

(간호/물리/치위생)

1. 없음
2. 언어,외국어(영어),수리,
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등
급이내

학생부 100

자매결연
특성화고전형

1.본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특성화고교 출신

자(간호/물리/치위생 제외)

2.본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특성화고교 출신

자(간호/물리/치위생)

1. 없음
2. 언어,외국어(영어),수리,
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등
급이내

학생부 100

인문고교
전형

1.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제외)

2.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1. 없음
2. 언어,외국어(영어),수리,
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등
급이내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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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영산대
(경남)

수시2차
특성화고교

전형

1.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제외)

2.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간호/물리/치위생)

1. 없음
2. 언어,외국어(영어),수리,
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등
급이내

학생부 100

영산대
(부산)

수시1차

실기인문고
전형

1.미용예술학과 :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등등이상의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미용예술에 대한 열

의 및 재능을 가진 자

2.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 일

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

학교 졸업과 등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디자인에 대한 열의 및 재능을 가진 자

1.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40

실기 60

2. 학생부 40

실기 60

실기특성화고
전형

1.미용예술학과 : 특성화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 

미용예술에 대한 열의 및 재능을 가진 자

2.시각영상디자인학고, 실내환경디자인학과 : 특

성화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 디자인에 대한 열의 

및 재능을 가진 자

1.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40

 실기 60

2. 학생부 40

실기 60

자기추천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

교 졸업과 등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 30

면접 20

자기추천서 50

사회기여자
전형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 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8. 장기복무(10년이상) 직업군인의 자녀
9. 장기근무(10년이상) 공무원 및 교,직원 자녀

학생부 100

일반고교전형
1.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호텔/항공 제외)
2.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호텔/항공)

1. 학생부 100

2. 

1단계: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50

        면접 50

특성화고교

전형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호텔/항공 제외)
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호텔/항공)

1. 학생부 100

2. 

1단계:학생부 100

2단계 : 학생부 50 

        면접 50

수시2차

자매결연
인문고전형

본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인문고교 출신자 학생부 100

자매결연
특성화고전형

본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특성화고교 출신자 학생부 100

일반
고교전형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특성화

고교전형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정시(다) 실기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
교 졸업과 등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 연기 또는 디자인 부문에 열의 및 재능을 가
진 자

1. 연기뮤지컬학과

학생부 40

실기 60

2. 시각영상,실내

환경디자인학과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

영  산
선학대

수시2차 교역자
원불교 교역자 교무자격고시 합격후 교화현장 근
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교구자.기관장 추천을 
받은자

고교졸업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

면접 50

논술 50

정시(다) 교역자
원불교 교역자 교무자격고시 합격후 교화현장 근
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교구자.기관장 추천을 
받은자

고교졸업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

면접 50

논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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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예수대

수시1차

학교장,교사,
기독교목회자 

추천자
학교장, 교사,기독교목회자 추천자

학생부 (60

면접 40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및그의자녀
학생부  60

면접 40

수시2차

학교장,교사,
기독교목회자 

추천자
학교장, 교사 기독교 목회자 추천자

-1단계 : 학생부:

교과, 비교과(출석,

자 기 소 개 서 포 함 ) 

:50<4배수선발>

-2단계

 1단계 50

 면접 : 50

사회봉사자 
및 그의 자녀

부모 중 1인이 환경미화원, 소방공무원, 경찰공
무원,군하사관, 집배원 10년 이상 근무한 자녀, 
학교 재학기간 동안 봉사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 사회복지기관 5년이상 근무자 자녀, 해외선
교사 자녀

-1단계 : 학생부:

교과, 비교과(출석,

자 기 소 개 서 포 함 ) 

:50<4배수선발>

-2단계

 1단계 50

 면접 : 50

예  원
예술대

수시1차
학교장ㆍ담임
교사 추천자

타의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인정하여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ㆍ학생부, 입상실

적, 자격증 중 택1 

70

ㆍ면접 30

용인대

수시1차

교과성적
우수자

1) 2008년 2월 ~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3개 학년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학교생활기록부(3개 학년)가 없는 자, 검정고
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불가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 등 
지원가능
※ 학년별로 선택교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년별 1·2학기 전체 이수과목을 반영함

。인문사회계열 : 언어, 외
국어 영역 모두 4등급 이
내
。자연계열 :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 4등급 이내
。예능계열 :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1개 영역
에서 4등급이내

학생부 : 100

외국어성적우
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영  어 : 최근 2년 이내 TOEIC 700점, 
TOEFL(CBT) 217점, TOEFL(iBT) 82점, TEPS 
572점 이상인 자
나) 중국어 : 최근 2년 이내 舊(구) HSK 4급 이
상인 자(단, 중국학과 지원자는 최근 2년 이내 
舊(구) HSK 6급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新(신) HSK 4급 195점 이상인 자(단, 중국학과 
지원자는 최근 2년 이내 新(신) HSK 5급 180점 
이상인 자)
다) 일본어 : 최근 2년 이내 JLPT 2급(N2) 이상
인 자

외국어성적 80

학생부 20

수시2차

만학도

1) 1976년 12월 31일(만 35세 이상) 이전 출생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
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지원 가능

。학생부 60

。면접 40

예체능실기우
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년 학교생
활기록부가 있는 자
※ 학교생활기록부(3개 학년)가 없는 자, 검정고
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불가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 등 
지원가능

。학생부 30

。실기 70

체육우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모집단위별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학
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등 지원 불가
  ※경연대회 및 번외경기 입상실적은 해당 안 됨
 가) 유도경기지도학과, 격기지도학과, 동양무예
학과(검도, 우슈 전공), 태권도경기지도학과
  1)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에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
에서 실시한 대회 중 본교 인정대회 3위 이내(개
인 및 단체전 포함) 입상실적이 있는 자. 단, 격
기지도학과 레슬링 전공은 단체전 지원불가
  2)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한 자

- 유도경기지도학

과, 격기지도학과, 

동양무예학과, 태

권도경기지도학과

  。학생부 : 20

  。실기 : 40

  。입상실적 : 40

- 스포츠레저학과

(농구(여), 핀수영, 

수영, 배드민턴,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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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나) 동양무예학과(용무도 전공)
  1) 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에 본교 인정 전국 용무도대
회 개인전 3위 이내 입상자(연무대회 제외)
  2)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 이후에 본교 인정 
전국 용무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연무대회 제
외, 일반부 대회입상자에 한함)
 다) 동양무예학과(무에타이 전공)
  1) 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에 본교 인정 대회 개인전 3
위 이내 입상자
 라) 스포츠레저학과<테니스, 농구(여), 체조, 댄
스스포츠, 탁구, 핀수영, 수영, 배드민턴, 양궁 
전공>
  1) 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에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서 실시한 대회 중 본교 인정대회 3위 이내
(개인 및 단체전 포함) 입상실적이 있는 자. 단, 
테니스 전공은 본교 인정대회 3위 또는 개인전 
8강 이내 입상실적이 있는 자
  2) 각종 국제대회 입상자(청소년 국가대표선수
로 국제대회 입상자 포함)
  3) 현재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 1군(진)으
로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한 자
  4) 최근 5년 이내 프로·실업팀에서 선수로 활
동하거나 활동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5) 댄스스포츠 전공의 여여부대회 입상실적은 
인정 안 함
 마) 체육학과(사격, 빙상, 승마 전공), 체육학과
(야)(보디빌딩, 역도 전공)
  1) 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에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서 실시한 대회 중 본교 인정대회 3위 이내
(개인 및 단체전 포함) 입상실적이 있는 자 
  2)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대한체육회장이 인정
한 자
 바) 체육학과(주ㆍ야)(축구 전공)
  1) 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에 대한축구협회(한국중ㆍ고
축구연맹) 등에서 실시한 대회 중 본교 인정대회 
16강 이내 입상실적이 있는 자
  2)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 대한체육회장이 인정
한 자 또는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고교 상비
군인 자
  3) 2009년~2010년 대한축구협회 고교 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경기숫자의 30 이상 출전했거
나, 소속팀 경기 시간의 30 이상 출전한 자
 사) 골프학과
  1) 고등학교 재학기간(2009년 3월 1일부터 원
서접수 마감일까지)에 대한골프협회, 중고연맹, 
KPGA, KLPGA에서 인정한 대회의 본선 진출자
로 성적순위가 있는 자(KPGA, KLPGA 아마추어 
순위는 인정하지 않음)
  2) 현재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후보선
수)으로 대한체육회장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자
  3) KPGA, KLPGA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자
  4) 입상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학생부 : 10

  。면접 : 20

  。입상실적 : 70

- 스포츠레저학과

(테니스, 체조, 댄

스스포츠, 탁구)

  。학생부 : 20

  。실기 : 40

  。입상실적 : 40

- 체육학과(사격, 

빙상, 승마), 체육

학과(야)(보디빌딩, 

역도)

  。학생부 : 10

  。면접 : 20

  。입상실적 : 70

- 체육학과(주ㆍ

야)(축구)

  。학생부 : 20

  。실기 : 40

  。입상실적 : 40

- 골프학과

  。학생부 : 20

  。실기 : 40

  。입상실적 : 40

용인대

정시(나) 경기실적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
    가) 유도학과
        : 대한유도회 인정대회에서 3위 이내 입
상실적이 있는 자(개인전, 단체전 포함)
    나) 태권도경기지도학과
        : 대한태권도협회 인정대회에서 개인전 
8강 이내 입상실적이 있는 자(단체전 제외)

。정시모집(일반학

생)과 동일

정시(나)
사회기여자자

녀 및 
배려대상자

가.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손

。정시모집(일반학

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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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외손) 자녀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항 제3호 내지 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
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④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⑦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
와 그의 자녀
나)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
급자
  - 만 20세 미만의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만 20
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다) 군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15년 이상 
복무중인 자의 자녀
라)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읍, 면, 동에서 확인한 자

용인대 정시(나)

선수경력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
록을 3년 이상하고, 2회 이상 대회에 출전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수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대한체육
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실시한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단체전 포함) 이내 입상실적이 있
는 자
 ※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체육종목 중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육상, 체조, 수영, 스키, 탁
구, 테니스, 배드민턴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상실적도 지원가능(원
서접수 마감일까지)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학
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등 지원 불가
 ※경연대회 및 번외경기 입상실적은 해당 안 됨

수능 100

지역연고자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 과정 졸업(예정)자로
서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3개 학년(6개 학
기) 성적이 있는 자

정 시 모 집 ( 일 반 학

생)과 동일

수능성적
우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
  가) 인문사회계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언어, 외국어 영역 모두 2등급 이내
  나) 자연계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 2등급 이내

수능 100

우석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기
회균형선발

전북지역의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외고,과학고,체육고 제외)

추후확정
학생부 80

면접 20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계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인재균형
선발

전북지역의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지역 일반고
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과학고,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포함 단 종합고제외) 

추후확정
학생부 80

면접 20 

우송대 수시1차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지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자기 교육목표가 
뚜렷하고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자 
(검정고시자  제외)

-1단계 : 서류평가

(3배수), 

-2단계 서류심사 

+ 심층면접

복합유형

재능및특기자/선효행봉사활동수상자/외국어자격
취득자/학생임원역임자/국가유공자자손/담임(지도)
교사추천자/공무원자녀/ 만학도,산업체 근무(경력)
자/국가기술자격(류)취득자/특성화고교 동일계지원
자 및 일반고교 실업과정 동일계지원자

학생부 80

면접20

어학우수자

공인영어성적 소유자( TOEIC 850점이상, TEPS 
770점이상, IELTS 6.5이상, TOEFL IBT 95점이
상, CBT 240점이상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외국어전문교과 또는 국제전문교과 이수자
해외교고 졸옵(예정)자

면접 100



130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우송대

수시2차

어학우수자
JLPT 3급이상 자격취득자
JPT 500점 이상 자격취득자

수능 4개 영역중(제2외국
어, 직업탐구 제외) 상위 3
개 영역의 합이 12등급 이
내인자

학생부 80

면접20

솔브릿지전형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및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1단계 : 서류평가

(3배수), 2단계 서

류심사 + 심층면접

어학우수자
JLPT 3급이상 자격취득자
JPT 500점 이상 자격취득자

수능 4개 영역중(제2외국어, 
직업탐구 제외) 상위 3개 영
역의 합이 12등급 이내인자

학생부 80

면접20

어학우수자

International Business 학부
TOEIC 850점 또는 TOEFL(CBT:240점, IBT:95
점)또는 TEPS 770점 이상인자 
- 외국어전문교과 또는 국제전문교과 이수자  
- 영어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이상 수
학한자  -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면접 100

솔브릿지전형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및 고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1단계 : 서류평가

(3배수), 2단계 서

류심사 + 심층면접

정시
가,나

어학우수자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TOEIC 850점 또는 TOEFL(CBT:240점, IBT:95
점)또는 TEPS 770점 이상인자(영어최저기준) 
  - 외국어전문교과 또는 국제전문교과 이수자  
  -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입수능성적에서 외국어 영역을포함하여 
    2개 영역이 2등급이상인 자

면접 100

정시(다)

기타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TOEIC 850점 또는 TOEFL(CBT:240점, IBT:95
점)또는 TEPS 770점 이상인자(영어최저기준) 
  - 외국어전문교과 또는 국제전문교과 이수자  
  -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입수능성적에서 외국어 영역을포함하여
    2개 영역이 2등급이상인 자

면접 100

어학우수자
게임멀티미디어학과-컴퓨터 그래픽 및 
    미술실기 능력 재능보유자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

울산대 수시

경기실적 
우수자 

특별전형(체
육)

-국가대표/청소년대표/국가상비군/후보선수
-전국체전 시도 대표선수
-대한체육회 산하 정식 가맹단체(협회 또는 연
맹)에서 주최한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무용 관련 종목(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에어로
빅, 째즈댄스 등)은 해당 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
한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배 대회 입상자
-골프 프로선수, 골프 세미프로선수, 골프 경기지도
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입상자의 경기실적은 2010년 
1월 ~ 2011년 개인전 및 단체전 5위 이내 입상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확인서)만 인정.

경기실적 70

면접구술고사 30

국가(독립)유
공자 자손 
특별전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5호, 제73조,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2
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3
등급 이내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취업자/만학
도/주부 
특별전형

-취업자 :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취업기관에 현
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만학도 : 만 25세 이상 경과자
-주부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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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울산대

수시
UOU프런티어 

특별전형

-2012학년도 국내 일반 고교 졸업예정자 및 
2011학년도 졸업자로서 출신 고교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 일반 고교 인정범위 : 일반고, 종합고(일반계
열 보통과),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고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 
언어, 수리, 외국어, 과탐(2
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3
등급 이내

-1단계(3배수이내)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서류심사 20

 심층면접 40

정시(나)
취업자/만학

도/주부 
특별전형

-취업자 :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취업기관에 현

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만학도 : 만 25세 이상 경과자

-주부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원광대

수시1차

자기추천자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지원전공분야에 관한 열정과 소질(잠재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확고

한 목표의식이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자 또는 교내외 각종 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경

험, 특정분야의 재능과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갖

추고 있어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적합하다고 생각

하여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1단계 : 

 학생부,자기소개

서

-2단계 : 

 1단계+면접

리더십, 
선ㆍ효행 
또는 봉사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교내외의 다양한 조직에서 리더십 역량을 발

휘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선․효행이나 봉사분야

에서 탁월한 실적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덕

겸수의 인재를 양성하는 본교의 건학이념을 우리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풍부한자

고교졸업자로 리더로서의 역량을 지닌 자

-1단계 : 

 학생부,자기소개

서

-2단계 : 

 1단계+면접

수시2차

사회기여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검정고시합격자로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6.25참전

유공자 제외)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⑥ 장기복무부사관(준위 포함)으로 20년 이상 재

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학생부 80

면접 20

자매결연지역
영광군, 성주군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2012년 2월 졸업예정인 자

1. 의/치/한의 : 언/수/외 

등급합이 7이내

2. 한약학과 : 언/수/외 등

급합이 10이내

3. 간호학과 : 언/수/외 등

급합이 11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인재

전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소재의 동일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2년 2월 졸업예정인 자

1. 의/치/한의 : 언/수/외 

등급합이 6이내

2. 한약학과 : 언/수/외 등

급합이 9이내

3. 간호학과 : 언/수/외 등

급합이 10이내

4. 사범(국/영/수) : 언/수/

외 상위2개영역 등급합이 

8이내

5. 사범(국/영/수 제외학과) 

: 언/수/외 상위2개영역 등

급합이 10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위덕대 수시1차
기능우수자(
특기,자격증,

<조리>

본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대회, 광역시도대회, 

< 조 리 > 입 상 실 적 

및 자격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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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력)

시군구대회의 조리분야 입상자 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복수 자격증 제출시 가산점 부여) 

<체육>

전국대회, 광역시도대회, 시군구대회의 체육분야 

입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상기 종목은 본 대학에서 별도 지정함 

<체육> 입상실적 

및 자격증100

위덕대 수시1차

불교계추천자

불교계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고교재학

당시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자로 교사

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100

국가유공자 
및 자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및 제73조,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
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100

을지대
(성남)

수시1차

창의적인재

1. 2011년2월 고교졸업자 및 2012년2월 고교졸
업예정자
2. 전공관련 활동이 활발하며 창의력을 지닌 우
수한 인재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사회기여및배
려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
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항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7.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수급지급대상자)의 자녀
8. 군인(부사관 이상), 경찰, 소방직, 교정직(소
년보호,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만 10년 이상 
경력의 재직 중인 자의 자녀
9.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출신 자녀
10.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만5년 이상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로서 재
직 중인 자의 자녀

학생부 50

적성검사 50

수시2차

을지리더십

1. 2011년2월 고교졸업자 및 2012년2월 고교졸
업예정자
2. 미래를 선도할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특성화고,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이수자 제외)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교과성적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과성적 우수자(특
성화고,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
고등학교 실업과정 이수자 제외)

학생부 100

을지대
(대전)

수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1982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전적대학 전학년 백분위점
수 80이상인 자, TEPS750
이상인 자

대학성적 20

TEPS 30

면접 50

지역고교출신
자

대전, 충남, 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특성화고,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계과정 이수자제외)

* 의예과 : 언어, 수리, 탐
구(과/사), 외국어 영역 등
급합산 7이내
* 간호학과,임상병리학과 : 
언어,수리, 탐구(과/사),외
국어영역 2개이상4등급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을지리더쉽 
전형

총학생(부)회장, 학년학생(부)회장, 학급(부)회장, 
총학생회 임원
(특성화고,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
합고등학교 실업계과정 이수자 제외)

* 의예과 : 언어, 수리, 탐
구(과/사), 외국어 영역 등
급합산 7이내
* 간호학과,임상병리학과 : 
언어,수리, 탐구(과/사),외
국어영역 2개이상4등급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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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이  화
여자대

수시1차

국제학부 
전형I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60 영어면접40

자기계발 
우수자 전형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3학년 1학기까지 국내·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다. 교과영역 및 교내·외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
을 적극적으로 계발한 자

인문계열,의류학과,간호과
학부,식품영양학과,보건관
리학과: 언어,수리'가/나',외
국어,사탐/과탐 중 2개 영
역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수
학교육과: 언어,수리'가',외
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과학교육과: 언어,수리'가/
나',외국어,과탐 중 2개 영
역이상 2등급 이내
(상위일정비율 최저학력기
준 없음)

-1단계

 학생부교과 25

 서류 75

-2단계

 학생부교과 20

 서류 60

 구술면접 20

이화글로벌
인재 전형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영어 또는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중국
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자
다. 3학년 1학기까지 국내·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언어,수리'가/나',외국어,사
탐/과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상위일정비율 
최저학력기준 없음)

-1단계

 학생부교과 37.5

 서류 62.5

-2단계

 학생부교과 30

 서류 50

 구술면접 20

미래과학자 
전형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자
다. 3학년 1학기까지 국내·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언어,수리'가',외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
내(상위일정비율 최저학력
기준 없음)

-1단계

 학생부교과 37.5

 서류 62.5

-2단계

 학생부교과 30

 서류 50

 구술면접 20

예·체능 
우수자 전형

가.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아래 모집단위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하
는 자 
음악학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콩쿨 3위 또는 동상 이상을 수상한 자(장려상은 
제외)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3학년 1학기까지 국
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체육과학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
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

음악학부,체육과학부: 없음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언어,수리'가/나',외국어,사
탐/과탐 중 1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상위일정비율 
최저학력기준 없음)

*음악학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실기 100

*조형·디자인학부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30

 실기 70

*체육과학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80  면접20

지역우수인재 
전형

가. 2012년 2월 국내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전문계 교육
과정 이수자는 제외함)
나. 우수한 학업능력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소양을 가진 학
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통산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이며, 각 고
등학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추천 명단 확인
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우선선발(30선발)

 학생부교과 80

 서류 20

*일반선발

 학생부교과 60

 서류 20

 구술면접 20

수시2차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응시한 자

1.인문계열전모집단위,의류
학과,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
과,보건관리학과: 언어,수리
'가/나',외국어,사탐/과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수
학교육과: 언어,수리'가',외
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과학교육과: 언어, 수리'가/
나'외국어,과탐 중 2개 영
역이상 2등급 이내
(선발단계에 따라 학생부 

학생부교과 90

학생부비교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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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반영범위가 다름)
영어영문전공,스크랜튼학
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별
도 적용 

이  화
여자대

수시2차
미래인재 

전형

가.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우수한 학업역량과 미래인재로의 성장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응시한 자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
역 이상 1등급 이내

학생부교과 50

서류 30

구술면접 20

정시(가)

국제학부 
전형II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60

 영어면접 40

사회기여자 
전형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나.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 및 손녀(외
손 포함),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장기복무 군부사관
(준위포함)의 자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자 및 그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해외파견 선교사의 자녀(세
부 지원자격 추후 공지)
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부, 
무용과,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체육과학부
는 해당 반영영역에만 응시한 자도 지원 가능함.

인문계열전모집단위,의류학
과: 언어,수리'가/나',외국
어,사탐/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언
어,수리'가',외국어,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면서,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언어,수리'가',
외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
상 2등급 이내
과학교육과: 언어,수리'가/
나',외국어,과탐 중 2개 영
역이상 2등급 이내
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과,보
건관리학과: 언어,수리'가/나
',외국어,사탐/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면서,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예체능계열(의류학과제외): 
언어,수리'가/나',외국어,사
탐/과탐 중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인문,자연계열전

모집단위,의류학과

학생부 30

수능 40

서류 15

면접 15

*예체능계열(의류

학과제외)

수능 40

서류 10

실기 50

스크랜튼 
학부 전형

가.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응시한 자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80

 구술면접 20

인제대 수시1차

글로벌리더 어학 능력 및 리더십이 우수한자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면접성적 100

음악적재능 
우수자

음악적 재능이 우수한 자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면접성적 100

체육교과 
우수자

체육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면접성적 100

사회배려
대상자

1.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1)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4)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5)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6)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지원공상(순직) 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또는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단계 

 서류심사 100

-2단계 

 면접성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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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3. 만학도
 - 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또는 만 23
세 이상인 자(1988년 2월 29일 이전 출생자)
4.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록을 필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포함)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적용
5. 선효행자
 -4년제 대학, 신문사 또는 도 단위(광역시, 특
별시 포함) 이상 공인기관에서 수여하는 선행·효
행·봉사 분야의 수상 실적이 있는자
6.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 기간 동안 생활한 자(단, 검정고시 출신자
는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을 생활한 자)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적용
7. 다문화가정자녀
 -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결혼 이만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인 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적용
8. 다자녀가정자녀
 - 지원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
의 자녀인 자
9. 부모장애인자녀
 -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적용
10. 백혈병, 소아암 완치자
 - 백혈병·소아암 완치자로서 한국백혈병소아암
협회에서 추천을 받은자

인제대

수시1차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과학고·외국어고·국
제고 출신자, 디자인학부를 지원하는 예술고 출
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기준 적용

*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학생부70

서류심사30

-2단계

1단계성적80

면접20

*임상병리학과,물

리치료학과,작업치

료학과,특수교육과 

-1단계:학생부100

-2단계

학생부80, 면접20

*보건행정학과 

-1단계:학생부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10

* 그 외 모집단위

학생부 90 

면접 10

과학영재 과학전문교과 6단위 이상 이수한 자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기준 적용

-1단계

 학생부 70

 서류심사 3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수시2차
일반고교 
출신자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과학고·외국어고·국
제고 출신자, 디자인학부를 지원하는 예술고 출
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본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기준적용

학생부 100

정시(가) 자기추천자
특정분야에 자질이 뛰어나다고 자기자신을 추천
할 수 있는 자

면접성적 100

정시(나)
수능성적
우수자

고교졸업학력 소지(예정)자로서 2012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수능성적 100

정시(다)
수능성적
우수자

고교졸업학력 소지(예정)자로서 2012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수능성적 100

인    천
가톨릭대

정시(가)
교구장 
추천자

일반학생전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신학을 전공
하고 가톨릭교회의 사제로 봉사하고자 소속 교구
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60

성경교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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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인    천
가톨릭대

정시(가)

성소국장 
추천자

일반학생전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신학을 전공
하고 가톨릭교회의 사제로 봉사하고자 천주교 인
천 교구청 성소국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60

성경교리40

대학수료자 대학(교) 1년(2학기)이상 수료한자
전적대학성적40

성경교리60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30

수능40

성경교리30

수도자

일반학생 전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톨릭교회
의 수도회에서 일정기간 수련과정을 마치고 수도
회 소속으로 신학을 전공코자 소속 장상의 추천
을 받은 수사, 수녀

학생부60

성경교리40

평신도 
지도자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96년 3
월 이전 졸업자) 로서 가톨릭교회 및 사회의 정
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가톨릭 신자
(만 35세 이상인 자)

학생부60

성경교리40

정시(나)

가톨릭교회
지도자추천

2010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가톨릭 
사제 또는 수도원 장상, 총원장, 관구장, 지부장 
또는 가톨릭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회화과,환경조각

과 , 시 각 디 자 인 학

과,환경디자인학과

학생부 50

실기고사 50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생부 40

 수능 60

교구장 
추천자

일반학생전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톨릭교회
에서 봉사하고자 소속교구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

*회화과,환경조각

과 , 시 각 디 자 인 학

과,환경디자인학과

학생부 60

실기고사 40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생부 40

 수능 60

국가유공자
자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회화과,환경조각

과 , 시 각 디 자 인 학

과,환경디자인학과

학생부 20

수능 30

실기고사 50

수도자

일반학생 전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톨릭교회
의 수도회에서 일정기간 
수련과정을 마치고 수도회 소속으로 소속 장상의 
추천을 받은 수사, 수녀

*회화과,환경조각

과 , 시 각 디 자 인 학

과,환경디자인학과

학생부 60

실기고사 40

*문화예술콘텐츠학과

학생부 100

인하대 수시1차

공익근무자
자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일 현
재 부모가 공익근무에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학생부(50)

논술(50)

비인가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

비인가 대안학교 또는 홈스쿨링 과정을 수학하고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검정고시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검정고시성적 20

 서류평가 8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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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인하대

수시1차

인가대안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한 대안교육특성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1년 졸업자(재수생까지
만 가능)[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
조]

-1단계

 학생부 20

 서류평가 8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국가(독립)유
공자(손)자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포함)[정확한 지원 자
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학생부 50

논술 50

지역인재추천
인천광역시 소재 일반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
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수시2차
인하TAS-P형

인재

국내 일반 고교(특목고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2011년 졸업자(재수생까지만 가능)[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장로회
신학대

수시

대안학교
출신자

본 대학교가 지정한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교과 50

면접 50

교회배려
대상자

(목회자)
단독목회 7년 이상 된 본 교단 교역자자녀

학생부교과 80

면접 20

교회배려
대상자

(선교사)
7년 이상 된 본 교단 해외선교사 자녀

학생부교과 50

면접 50

추천제
․학교장, 담임교사, 담임목사, 교목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교과 80

면접 20

전주대

수시1차

수퍼스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자기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자

-1단계 (3배수)

 학생부교과 70

 서류(비교과,자소

서) 30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목회자추천자
(경배와찬양

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본교 설립정신에 부합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40

면접40

학업계획서 20

목회자추천자
(교회실용교

육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본교 설립정신에 부합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60

면접 40

지역인재균형
선발

1)전북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내의 일반고
교중 평준화지역 배정원칙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교출신자(졸업자 제외)
2)전북지역내의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 포함(졸업자제외)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70

서류(비교과) 30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수시2차
국가사회기여
자/만학도.주

부.취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0호, 13호 내지 15호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

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4) 6.18자유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7) 장기복무 부사관, 환경미화원으로 원서접수일 

학생부교과 60

서류(비교과,자소

서) 2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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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현재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와 그의 자녀

 8) 선출직 공무원 :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

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광역자치단체

의원(시, 도의원)기초자치단체의원(시, 구, 군의

원), 교육감, 교육의원

 9) 고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검찰검사장,경찰청장(지방청장 

포함), 경찰서장, 교육감, 교육장, 언론사 사장(일

간지 방송국은 본사 및 지방)으로부터 선행상, 효

행상, 봉사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인상에 한함)

 10) 농임어업후계자 및 그의 자녀

 11) 1986. 3. 1 이전 출생자)

 12) 주부

 13) 원서접수 개시일 현재 취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부합한 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③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④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사업장

⑥ 영농종사자

⑦자영업자

전주대 수시2차
지역인재균형

선발

1)전북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내의 일반고
교중 평준화지역 배정원칙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교출신자(졸업자 제외)
2)전북지역내의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 포함(졸업자제외)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70

서류(비교과) 30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 30

조선대

수시1차

입학사정관.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수능 응시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1. 1단계 합격자 

선발 : 2.5배수/서

류평가 100   (학

업수행능력/전공적

합 도 / 비 교 과 활 동 

평가)

2. 최종합격자 선

발 : 서류평가 70 

심층면접 30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
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3.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산출 평균 등급이 7.0 이내

학생부 100

만학도 및 
주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로서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자
(198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주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산출 평균 등급이 7.0 이내

학생부 100

수시2차
간호학과 
남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주민등록상 남자인 자

2012학년도 수능 언어, 수
리(가형 또는 나형), 외국
어(영어)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평균이 4.0 이
내(수능 수리영역 가형 응
시자는 수리영역 등급 적용 
시 1등급을 상향 적용함)

학생부 71.4

면접 28.6

중부대 수시1차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합격자로서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 받은 자 학생부 100

자기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검정고시, 새터민, 학력인정교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특정분야에 자질 및 잠
재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
외국고교졸업자 및 외국고교 이수자 지원가능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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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중부대

수시1차

국가유공자녀

국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자와 자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학생부 100

미래리더자
일반이고 2011년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중 학생회 간부 활동 및 동아리 간부 1학
기 이상 경력자

학생부 30

서류평가 30

면접평가 40

수시2차

공무원교직원
직계자녀

일반공무원, 교직원(사립포함), 경찰, 군인, 군무
원 등 근무경력 15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 직계자녀

학생부 100

사회봉사
우수자

대외봉사 50시간 이상인자(학교생활기록부에 기
록된 것만 인정)

학생부 100

대전권고교
우선선발

대전 및 금산군 지역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중앙대
(안성)

수시1차

학업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졸
업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우선

선발 30)

-2단계

 학생부 40

 학업적성면접 60

*학생부 교과100

다빈치형인재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본교의 교육목표(실천적 봉사인, 실험적 창조
인, 실용적 전문인, 자율적 교양인, 개방적 문화
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1단계

서류평가 100(3배

수 내외)

-2단계: 서류 및 

면접,종합평가 100

글로벌리더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자(검정고시 출신자와 외국고교 졸업(예정)
자 포함)
-TOEFL IBT 80점(PBT 550점, CBT 213점)이상
- TOEIC 800점 이상
- TEPS 750점 이상
※국제물류학과는 TOEFL IBT 100점(PBT 600점, 
CBT 250점) 이상,TOEIC 900점 이상 TEPS 820
점 이상

-1단계

공인영어성적(제2

외국어 공인어학성

적가산점부여) 100 

(3배수 내외)

-2단계

 1단계성적 40 

 영어학업적성면접 

 60

특성화고교졸

재직자특별전

형(정원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재직자(단, 2012년 3월 기준 재직 중

이어야 함)

서류 및 면접 종합

평가 100

지역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 해당고등학
교장의 추전을 받은자 (1학교 1명 한정)
※ 특성화고등학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졸
업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학업적성면접 60

*학생부 교과100

정시(나)
사회공헌자 
특별전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손자녀(외손자녀 포
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17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본
인 및 출가녀 포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서 정
한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수능 100

중앙대
(서울)

수시1차
학업우수자전

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졸
업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단계:

학생부 100 (우선

선발30,5배수)

-2단계:학생부 40, 

학업적성면접 60

*학생부 교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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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중앙대
(서울)

수시1차

과학인재
전형

국내 과학고(영재고) 졸업(예정)자 
- 국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올림피아드 
입상자 및 출전(예정)자 또는 전국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올림피아드 은상이상 입상자
(단, 수학은 2차 대회만 인정)

학생부(교과) 30

서류평가 30

수리과학논술 40

다빈치형인재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
서 본교의 교육목표(실천적 봉사인, 실험적 창조
인, 실용적 전문인, 자율적 교양인, 개방적 문화
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

-1단계

서류평가 100(3배

수 내외)

-2단계

서류 및 면접 종합

평가 100

글로벌리더
전형I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검정고시 출신자와 외국고교 졸업(예
정)자 포함)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자
-TOEFL IBT 100점(PBT 600점, CBT 250점)이상
- TOEIC 900점 이상
- TEPS 820점 이상

-1단계(3배수내외)

공인영어성적(제2

외국어 공인어학성

적가산점 부여)100 

-2단계

1단계성적 40

영어학업적성면접 

60

특성화고교졸

재직자특별전

형(정원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재직자(단, 2012년 3월 기준 재직 중

이어야 함)

서류 및 면접 종합

평가 100

지역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 해당고등학
교장의 추전을 받은자 (1학교 1명 한정)
※ 특성화고등학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졸
업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단계

학생부 100 , 5배

수 선발

-2단계:학생부 40

학업적성면접 60

*학생부 교과100

수시2차

글로벌리더전
형II

외국어에 관한 교과 40 단위 이상 이수한 자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자

- TOEFL IBT 100점(PBT 600점, CBT 250점)이

상

- TOEIC 900점 이상

- TEPS 820점 이상

의학과: 수리(가형) 영역 1

등급이면서 언어, 외국어, 

탐구(사회/과학)영역 중 2

개 영역 1등급

의학과외 모든 학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

(사회/과학)중 외국어 영역

을  포함 하여 2개 영역 2

등급이내

공인어학성적 50

논술 30

학생부 성적 20

어학우수자
전형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유럽문화학부(러시아어

문학전공)

- TOEFL IBT 100점(PBT 600점, CBT 250점)이

상, TOEIC 900점 이상, TEPS 820점 이상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 ZD 1등급이상, B2 2등급이상, ZMP(C1) 3등

급이상, TestDaF 12점이상, DSH 합격자, ZOP 

합격자, DSDⅠ 1등급 이상, DSDⅡ 3등급 이상

유럽문화학부(프랑스어문학전공)

- DELF A2, DALF C1 이상인 자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 일본어능력시험(JLPT-국제교류기금 주관) 1급 

300점 이상, 신JLPT N1등급이상

아시아문화학부(중국어문학전공)

- HSK 9등급이상, 신HSK 6등급이상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사회/과학)중 외국어 
영역을
포함 하여 2개 영역 2등급
이내

공인어학성적 80

해당 전공 외국어 

면접 20

(단,러시아어전공

은 영어면접)

정시(나)

사회공헌자 
특별전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17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본
인 및 출가녀 포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서 정
한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수능 100

외국어우수자 
특별전형

외국어에 관한 교과를 4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수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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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중  앙
승가대

수시 성직자(스님)

1. 조계종승려로서고등학교졸업자 및 검정고시합

격자,동등이상의 학력이있는자, 외국에서12년이

상 학교교육을 이수한자

2. 위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대한불교 조계종에

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기초선원포함)4년 수료

자 및 수료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면접 100 

정시(나) 성직자(스님)

1. 조계종승려로서고등학교졸업자 및 검정고시합

격자,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외국에서12년이상

학교교육을 이수한자

2.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
학생부 40

면접 60 

중원대

수시1차
정시(가)

변화지향
성인학습자

고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1) 1991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자 

(2) 검정고시 합격자 (3) 대학교 1년 과정 이상 

이수자

면접 100

정시(가) 교사 추천자
건전한 인성을 갖춘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고 출신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60

면접 40

차의과학대 수시

자기추천전형

1. 2012년 2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

자

3. 관련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건강과학대학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2

과목) 중 2개 영역 평균 

2.5등급 이내

o 의생명과학대학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

탐(2과목) 중 2개 영역 2등

급 이내

※ 반드시 수리(가)형, 과

탐을 응시해야 함

o 간호대학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2

과목) 중 2개 영역 평균 

2.5등급 이내　

-1단계 :

 학생부 50 

 서류 50

-2단계 : 

 학생부40

 서류40

 면접20

구미시 
거주자 우선

1. 2012년 2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3년간 전 과정을 구미시 소재 고등

학교에서 이수한 학생

3. 고등학교 3년간 부 또는 모와 함께 구미시에 

거주한 학생

o 건강과학대학

수능 외국어(영어), 수리(가

/나형 선택)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o 의생명과학대학

수능 수리(가형), 외국어(영

어) 평균 2등급 이내

o 간호대학

수능 수리(가/나형 선택) 2

등급 이내

학생부 60

면접구술 20

서류 20

포천시 
거주자 우선 

1. 2012년 2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3년간 전 과정을 포천시 소재 고등

학교에서 이수한 학생

3. 고등학교 3년간 부 또는 모와 함께 포천시에 

거주한 학생

o 건강과학대학

수능 외국어(영어), 수리(가

/나형 선택)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o 의생명과학대학

수능 수리(가), 외국어(영

어) 평균 2등급 이내

※ 반드시 수리(가)형, 과

탐을 응시해야 함

o 간호대학

수능 수리(가/나형 선택) 2

등급 이내

학생부 60

면접구술 20

서류 20

청운대 수시1차

청운리더스(
지역학생/수
상자/기관장

표창자)

충남지역(대전 포함)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본교 및 4년제 대학 총장상 수여자/광역 기초자

치단체 단체장상 수여자/교육장교육감장관국무총

리상수여자, 기타 특정 기관장상 수여자

-1단계(4배수)

서류100 

-2단계(3배수)

 자기소개서 80

 출결 20

-3단계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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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청주대

수시1차

사회기여자
자녀

초중고 교사, 경찰관,소방관,교도관,환경미화원,
군인으로 10년이상 재직한 분의 자녀

교과 100

국가(독립)
유공자자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6.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교과 100

사회적배려자

1.소년소녀가장으로 해당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
한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3.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이상 생활한 자
* 모집요강 발표시 세부지원자격 확정

교과 100

우수지역고교 경기지역 소재 일반고(특목고 제외) 졸업(예정)자 교과 100

지역고교
우수자

청주시 소재 일반고(특목고제외) 졸업(예정)자 교과 100

담임교사
추천자1

일반(특목고제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
년 담임교사(또는 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교과 100

수시2차

CJU인재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모집요강 발표시 세부지원자격 확정

언어,수리,외국어,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5등급 이내

교과 80

면접 20

영어우수자
TOEIC 750점, CBT 227점, IBT 87점, TEPS 
630점 이상 취득자

면접 30

외국어성적 70

일본어우수자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합격자 또는 JPT 540
점 이상 취득자

교과 30

외국어성적 70

중국어우수자
(구) HSK 5급 이상 취득자 또는 (신) HSK 4급 
이상 취득자

교과 30

외국어성적 70

지역학생1
청주시 소재 일반고(특목고 제외) 졸업(예정)자* 
모집요강 발표시 세부지원자격 확정

교과 100

지역학생2 청주시 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교과 100

담임교사
추천자2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담임 또는 부

장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교과 100

초당대

수시1차

지역고교 
출신자

광주광역시ㆍ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간호학과 : 수능 언어,수리,
외국어영역중 2개영역합이 
8등급이내
치위생학과 : 수능 언어,수
리,외국어영역중 2개영역합
이 11등급이내

학생부 100

초당 
리더전형

고교 재학중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또는 3학년 
반장인 자

군사학과 : 수능 언어,수리,
외국어영역중 2개영역합이 
11등급이내
간호학과 : 수능 언어,수리,
외국어영역중 2개영역합이 
8등급이내
치위생학과 : 수능 언어,수
리,외국어영역중 2개영역합
이 11등급이내

학생부 100

수시2차
담임교사 
추천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성취 잠재
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 자로 판단되어 출신고
등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자

간호학과 : 수능 언어,수리,
외국어영역중 2개영역합이 
8등급이내

학생부 100

총신대 수시
성경경시대회

수상자

본교에서 주최하는 한글 및 영어 성경경시대회에
서 종합성적 3위 이내의 입상자(단, 성경고사 참
가자 중 성적이 5이내 이어야 함)

본교 수능반영 3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각각 6등급 
이상인 자

학생부 40

수상성적 60

면접 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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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총신대 수시

사회복지기관 
또는 

교사,선교사 
등 경력자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4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선교원에서 교사로 5년 이상 
경력자(유아교육과, 아동학과)
해외 어린이 선교사역자로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사회복지법인기관의 아동학,아동복지 관련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아동학 관련 법인기관 종사자로 3년 이상 경력
자(아동학과)

학생부 70

서류심사 10

면접 20

담임목사
추천자

본교에서 인정한 출석교회에서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60

면접 40

자기추천제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
하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학생부 40

면접 36

자기추천자료 24

대안학교
출신자

대안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자

학생부 40

면접 60

다문화
가정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
학생부 60

면접 40

교역자자녀 교역자자녀(본교단 담임목회 5년이상) 면접 100

농어촌목회자
자녀

본 대학교가 소속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 소속의 농어촌 지역(읍, 면)소재 교회에서 지
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전 기간을 포함하여 연속 
5년 또는 통산 8년 이상 시무한 목회자의 자녀
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자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
혼 해당사유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
는 자
-읍, 면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도 읍, 면으로 인정
-본 대학교가 소속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의 산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본교 수능반영 3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각각 6등급 
이상인 자

학생부 80

면접 20

선교사자녀

본교단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소속 해외선교사
(경력 5년이상)자녀(단, 부모 모두 선교지 거
주)-신학과
선교사자녀(본교단 5년이상)-기독교교육과

면접 100

리더십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교내외 학생활동에서 리더십
을 발휘한 경험이 있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본교 수능반영 3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각각 6등급 
이상인 자

학생부 40

서류심사 20

면접 40

추  계
예술대

수시1차

수상실적
특기자(국악)

중.고교 재학시 국악관련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실기점수 100점만점 기준 
60점 미만 불합격

실기 100

수상실적특기
자(문예창작)

고교 재학시 본교 인정 문예대회 입상자 수상실적 100

수상실적
특기자(영상
시나리오)

규모의 방송.영상공모전에서 시나리오.
연출부분 상위입상자 및 본교에서 인정
하는 문예전 상위 입상자

심층면접 100점만점 기준 
65점 미만 불합격

-1단계

수상및경력 70

자기소개서 30

-2단계

수상실적 30

면접 30

학생부 40

정시(나)
국가(독립)
유공자자손(

관현악)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25 참전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25 참전용사 및 
자녀 유손자 제외)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휴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실기점수100점만점기준 80
점 미만 불합격

학생부5

수능 5

실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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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추  계
예술대

정시(다)
국가(독립)
유공자자손

(판화)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25 참전
용사 및 자녀 유손자 제외)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휴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실기점수100점만점기준 80
점 미만 불합격

학생부 30

수능 20

실기 50

칼빈대 수시

교회봉사자
교회·선교회 또는 유사단체에서 봉사한 자로 담
임목사 또는 기관장(목사등등)의 특별추천이 있
는 자

학생부 40

면접 60

만학도 만27세('83. 2. 28이전출생)이상인 자
학생부 40

면접 60

평택대

수시1차

입학사정관
전형

- 전국의 고교졸업자
- 고교와 평택대학간 연계교육 협정을 체결한 
고교 출신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면접 30

기독교계인재
전형

개신교에서(이단으로 규정된 곳 제외) 세례를 받
은 자(지원일 현재 기준)로서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100

*신학과

학생부 70

면접 30

지역연고자
전형

평택, 안성, 천안, 아산, 오산, 화성,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인천지역 소재 고교의 졸업자

학생부 100

정시(나) 학생부전형 전국의 고교졸업자 학생부 100

한  국
국제대

수시1차

글로벌리더
인재

고등학교 졸업학력 소지(예정)자로서 아래의 자
격조건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고교 재학 중 또는 그 이후(검정고시출신자는 
최근3년 이내) 4년제 대학, 신문사 또는 도 단위
(광역시, 특별시포함) 이상 규모의 공인기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및 수학․․과학 경시대회 3위 이
내 입상자
 2) 국외 고등학교 2년(4학기)이상 재학한자 - 
부모동반 거주 불문
 3) 학생회간부 및 봉사활동우수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30

 면접 40

 제출서류 30

사회배려
대상자

☞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②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25 참전유공자 제외됨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⑥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⑦ 지원공상(순직) 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수급권
자 또는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만학도
고교졸업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또는 만 23세 
이상인 자(1988년 2월 29일 이전출생자)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록을 필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
성마비 포함)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적용
☞ 선효행자
4년제 대학, 신문사 또는 도 단위(광역시, 특별
시 포함) 이상 공인기관에서 수여하는 선행·효
행·봉사 분야의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기간 동안 생활한 자(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아
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을 생활한 자)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적용
☞ 다문화가정자녀

아래학과를 제외한 

학과 학생부 100

유아교육과,초등특

수교육과,특수체육

교육과,유아특수교

육 과 , 사 회 복 지 학

과,호텔관광학과,

병원관리학과,물리

치료학과,방사선학

과,간호학과,식품

과학과,미용예술학

과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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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결혼 이민자, 귀
화 허가를 받은 자)인 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적용
☞ 다자녀가정자녀
지원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 부모장애인자녀
지원당시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적용

한국기술
교 육 대

수시1차

특정역량
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입상(참가)한 내역이어야 함

 -수학․물리․화학․천문․지구과학․정보 국제올림피아

드 참가자

 -수학․물리․화학․천문․지구과학․정보 국내올림피아

드 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자 및 전국기능경기

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정부기관이 주관(주최)한 각종 발명대회․전국 

과학전람회에서 3위이내 입상자

 -전국 4년제 대학이 주최한 수학․과학경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정부기관ㆍ4년제 대학이 주관(주최)한 전국규모 

외국어학력경시대회(영어)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정부기관이 주관(주최)한 디자인 관련 대회에

서 3위 이내 입상자

 - 어학성적(TOEIC, TOEFL, TEPS) 우수자(세부 

내용은 추  후 수시모집요강 참조)

-1단계 : 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 100

 면접구술 100

교과성적
우수자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

격자로서 교과성적이 우수한 자

○학생부성적최저학력기준

 - 우리대학의 고교 교과

성적 산출방법에 의해 75

점 이상인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적용

 - 공학 : 수리, 외국어영

역 중 1개영역 3등급 이내

 - 인문 : 언어, 외국어영

영 중 1개영역 3등급 이내

학생부 100

사회기여자및
배려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
시 합격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
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   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
는 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
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자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산업재해사
망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신체장애     등급
1～7등급 해당자)자녀
 -군부사관(준위 이하)의 자녀 또는 직업군인으
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경찰공무원(경사 이하)의 자녀 또는 경찰공무
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의 자녀 또는 소방공
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청각장애자 및 지체부자유
의 장애가 있는 자

-1단계(4배수)

 학생부 40

 비교과영역 60

-2단계

 1단계 40

 심층면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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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국기술
교 육 대

수시1차

KUT리더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창의적사고와 
능동적 실  천능력을 갖추고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과 우수한 재능 을 가진 자

-1단계(4배수)

 학생부 30

 비교과영역 70

-2단계

 1단계 30

 심층면접 70

이공계우수
여학생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이공계열에 대
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이공계 우수 여성인력으   로 성장할 수 있는 자

-1단계(4배수)

 학생부 30

 비교과영역 70

-2단계

 1단계 30

 심층면접 70

특성화고교

성적우수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망하는 모집

단위별로   지정하는 학과에서 3년간 수학한자

○학생부성적최저학력기준
 - 우리대학의 고교 교과
성적 산출방법에 의해 80
점 이상인 자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면접구술고사 100

한국산업
기 술 대

수시1차

공학우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수학과목과 과
학과목이 우수하며, 공학도로서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40

 서류평가 및 비교 

 과 6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특성화고
학교장추천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2012년2월~2009

년2월)로서 본교와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특성

화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종합고에 개설된 전문계학과 및 인문고 직업
과정 이수자도 인정

학생부 100

지역학생학교
장추천자

경기도 시흥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서 고교3개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고등학
교 졸업(예정)자(2012년2월~2009년2월)로서 지
역고교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종합고에 개설된 일반계학과 졸업(예정)자도 
인정

학생부 100

KPU 리더쉽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리더쉽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미래의 KPU리더로 성장할 수 있
는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40

서류평가 및 비교

과 60

-2단계

 1단계성적 60

 발표면접 20

 심층면접 20

수시2차
가족회사 

임직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모집당시(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본교 가족회사 등록기간을 충족한 
가족회사 임직원자녀로서 가족회사 대표의 추천
을 받은 자
(본교 가족회사 등록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
준으로 가족회사 등록기간이 만6개월 이상인 가
족회사만 인정)

학생부 100

한  국
성서대

수시

KBU인재전형
미션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한국성서선교
회에 소속된 교회에 출석하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간호학부 - 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사회/과학)영역 
중 2개영역이상 3등급 이
내 (※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등급으로 산출)

학생부 70

면접 30

자기추천자
전형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고
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간호학부 - 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사회/과학)영역 
중 2개영역이상 3등급 이
내 (※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등급으로 산출)

학생부 70

면접 20

자기추천서 10

담임교사
추천자전형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
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간호학부 - 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사회/과학)영역 
중 2개영역이상 3등급 이
내 (※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등급으로 산출)

학생부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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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   국
외국어대
(용인)

수시1차

다문화
가정자녀전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이면서 
‘부’ 또는 ‘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언어 능력을 보유한 인재

-1단계(3배수내외)

 학생부 교과 30

 사정관 평가 4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글로벌리더십

전형

2010년 2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
결자로 글로벌 시민의식과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
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나갈 리더
로서의 소양과 자질, 성장가능성이 있는 인재

수시2차
해외동포

차세대리더

해외 소재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
월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 全 교육과정을 해
외에서 충실히 이수하고 현지 언어에 능통한 해
외 영주권자, 이민자의 자녀

-1단계(3배수내외)

 서류평가 8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 20

한    국
외국어대
(서울)

수시1차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이면서 '
부' 또는 '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
문화 언어 능력을 보유한 인재

-1단계(3배수내외)

 학생부 교과 30

 사정관 평가 4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글로벌리더십

2010년 2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자로 글로벌 시민의식과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나갈 리더로
서의 소양과 자질, 성장가능성이 있는 인재

-1단계(3배수내외)

 학생부 교과 30

 사정관 평가 4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수시2차

U-PEACE
국제전문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로서 영어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국제전
문가로서 소양을 갖춘 자

-1단계(2배수내외)

공인영어성적 70

-2단계

 1단계 성적 70

 영어면접 30

해외동포
차세대리더

해외 소재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全 교육과정을 해외
에서 충실히 이수하고 현지 언어에 능통한 해외 
영주권자, 이민자의 자녀

-1단계(3배수내외)

 서류평가 80

-2단계

 1단계 성적 80

 면접 20

한  국
항공대

수시1차

미래항공
우주리더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2008.2졸업자포함), 법
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1단계

 학생부 60

 서류평가 40

-2단계

 심화면접 100

심층면접전형
국내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
년 2월 이후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자 포함)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사회기여자
전형

국내 고등학교 2012년2월 졸업예정자 및 2008년2월 
이후 졸업자로서 다음의 각 항의 1에 대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
에 소년,소녀 가정 또는 가정보호위탁아동으로 
등재된 자
- 고양시 및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지역 및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수능 반영교과영역 1개이
상 3등급

학생부 100

경기/인천지
역고교출신자

전형

경기 및 인천지역 소재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 및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2008년 2

월 졸업자포함)

수능 반영교과영역 1개이
상 2등급

학생부 100

고양시고교
출신자전형

고양시 소재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자포함)

학생부 40

논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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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  국
항공대

수시2차

학업성적
우수자전형

국내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

년 2월 이후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자 포함)
수능 반영교과영역 1개이
상 2등급

학생부 100

항공종사자의
자녀전형

부모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항공분야에 정규직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자

의 자녀로서 국내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및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2008년 2월 

졸업자 포함)

수능 반영교과영역 1개이
상 2등급

학생부 100

한남대

수시1차

체육재능
우수자

ㆍ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

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

받는 자로 아래와 같이 입상한 자(외국교육과정 

이수자 제외). 입상실적은 고등학교 재학 중 또

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상실적만 인정

1.국가대표(상비군)  

2.청소년대표 (상비군)  

3.고교상비군에 선발된 자 

4.본교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

[Olympics, Paralympics, 세계선수권, Jr.세계선

수권, 아시안게임, Asian Paralympic Games, 아

시아선수권, 동아시아선수권] 입상자. 

5.개인종목(육상,수영,테니스,체조,펜싱,배드민턴,

골프,빙상,스키,사이클,유도,사격,역도,볼링,양궁,

댄스스포츠 종목만 해당)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

체는 제외됨)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학생부 20

입상실적 80

국가유공자

ㆍ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

육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

정 받는 자(외국교육과정이수자 제외)

ㆍ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손자녀

학생부 100

크리스천리더

ㆍ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

육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

정 받는 자(외국교육과정이수자 제외)

ㆍ기독교(천주교) 소속 교회에서 담임목사(신부)

의 추천을 받은 자(미션스쿨 교목의 추천을 받은 

자 포함)

-1단계

 학생부 30

 서류 7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지역인재

ㆍ대전지역 일반(보통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ㆍ특목고 중 체육고, 예술고 제외

지역인재(충남ㆍ북)

ㆍ충남ㆍ북지역 일반(보통과)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ㆍ특목고 중 체육고, 예술고 제외

-1단계

 학생부 30

 서류 7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수시2차 글로벌리더

ㆍ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 받는 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ㆍ모집단위 : 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영어교육과, 글로벌학부
-TOEIC 850점, TOEFL 213점(iBT 80점), IELTS 
5.5등급 이상
ㆍ모집단위 : 일어일문학과 (수능 언어영역 5등
급 이내)
-JPT 630점, JLPT 2급/N2, EJU 240점 이상 
ㆍ모집단위 : 의류학과,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미
디어영상전공, 무역학과, 중국통상학과, 경제학
과, 컨벤션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영
어성적만 반영)
-〔영어〕TOEIC 650점, TOEFL 190점(iBT 68
점), TEPS 550점, IELTS 5.0등급 이상
-〔일어〕JPT 500점, JLPT 3급/N3, EJU 200점 이상
-〔중국어〕HSK 6급 이상

영어교육과 : 외국어(영어) 
3등급이내
일어일문학과 : 언어 5등급
이내

면접 50

공인성적 50

한동대 수시1차
자기추천 

전형

o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
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의 학력이 있는 자 중 
o 특별활동이나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하여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확정된 실적에 한 함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면접구술고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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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동대 수시1차

대안학교 
전형

본교가 인정하는 대안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춘 자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면접구술고사 40

추천학생
(인문계열) 

전형

o 2008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o 고등학교 3년의 국내 정규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모두 있는 자로서
o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출신 고등학교 교사 추천을 받은 자
 -출석교회 목회자(목사 또는 전도사) 추천을 받
은 자
 -출석교회 고등부 교사 추천을 받은 자
  *졸업자는 6학기, 졸업예정자는 5학기 국내고
교 성적이 모두 있어야 함
  *5개 또는 6개 학기 모두 과목별 이수단위, 원
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기재되어야 함
  *특목고 중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국내 정규 고등학교는 고교졸업학력 인정 학
교에 한함.
  *특성화고등학교 이수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
고등학교의 전문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
신자는 제외함.

-1단계(4배수내외)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3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구술고사 50

추천학생
(자연계열) 

전형

o 2008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o 고등학교 3년의 국내 정규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이 모두 있는 자로서
o 수학Ⅱ를 이수하고, 
o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출신 고등학교 교사 추천을 받은 자
  - 출석교회 목회자(목사 또는 전도사) 추천을 
받은 자
  - 출석교회 고등부 교사 추천을 받은 자
  * 졸업자는 6학기, 졸업예정자는 5학기 국내고
교 성적이 모두 있어야 함
  * 5개 또는 6개 학기 모두 과목별 이수단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기재되어야 함
  * 특목고 중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내 정규 고등학교는 고교졸업학력 인정 학
교에 한함.
 * 특성화고교 이수자, 일반고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함.

-1단계(4배수내외)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3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구술고사 50

해외선교사
자녀 전형

o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o 해외선교사 파송을 받아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해외선교사의 자녀로서

o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고등학교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외국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

등과정 통산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해외에서 초, 중, 고등과정 5년 이상 이수한 자

*현재 재직 중인 선교사의 자녀만 지원이 가능함

*부·모 중 한 명이 선교사인 경우 선교사자녀로 

인정함

*이단 교파 및 비기독교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의 자녀는 지원이 불가함.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고사 60

해외학생 
전형

o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o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외국고등학교 교육과정 2년을 포함하여 중·
고등과정 통산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 외국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
고등과정 통산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고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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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동대

수시2차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전형

o 2008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o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독립)유공자 및 (손)자녀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자유
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나) 목회자 자녀
 ①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교회에 원서접수일 현
재 연속 4년 이상 또는 통산 8년 이상 현재 시
무하고 있는 목회자(목사 또는 전도사)의 자녀
  * 농어촌지역은 읍·면 소재 만 인정하며, 신활
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
음
  *이단교파 교회 목회자 자녀는 지원이 불가함
 ② 개척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 원서접수일 현
재 연속 2년 이상 현재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목
사 또는 전도사) 자녀
 * 이단교파 교회 목회자 자녀는 지원이 불가함
 ③ 국내 교단/교회/단체에서 국내로 파송하여 
원서접수일 현재 2년 이상 현재 시무하고 있는 
선교사의 자녀
 * 이단교파 및 비기독교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
사의 자녀는 지원이 불가함
  (다) 도서벽지 지역에서 통산 5년 이상 근무하
고 있는 공무원의 자녀 
  (라) 다문화가정의 자녀
  * 지원자격에 대한 이의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
원회에서 결정함.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
어영역 중 한 영역이 3등
급 이내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고사 60

수시2차
지역학생 

전형

o 2008년 2월 이후 포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o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
어영역 중 한 영역이 2등
급 이내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40

 면접구술고사 60

한라대 수시1차

축구선수
○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 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학생부 65.5

면  접 34.5  

국가(독립)
유공자및(손)

자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자격 해당자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
하는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출가녀 포함)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학생부 65.5

면  접 34.5  

특성화고교 

출신자

○ 특성화(예술계열, 체육계열 포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동법 시행령)에 
의한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 일반고교직업과정위탁생도 지원가능

학생부 65.5

면  접 34.5  

한려대 수시1차

국가유공자및
자손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학생부 100

지역고교
출신자

전남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소재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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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려대

수시1차
교사및자기

추천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
로서 교사(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학생부 100

정시(나)
교사및자기

추천자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자로
서 교사(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기 자
신을 추천한 자

학생부 20

수능 80

한림대

수시1차 국제학부전형
2007년 2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류평가 40

면접 60

정시(다) 국제학부전형
2007년 2월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서류평가 40

면접 60

한북대 수시1차

국가유공자및
자손특별전형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
녀(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6.25참
전유공자 제외됨) 
③「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수당지급대상자)

학생부 100

지역고교
출신자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 소재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학생부 100

한서대

수시1차

사회공헌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2011년 졸업
자로 아래 항목 해당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3호 ~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자녀
3.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 공무원, 교직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공공
기관 근무자와 그의 자녀 (단, 본 대학교 근무자
와 그의 자녀는 제외)
 ※ 공공기관의 구분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를 준용 합니다.

학생부 100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상 경과한 자(2005년 2
월 이전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출신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학생부 100

일반고교 
출신자 

1.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8~2011년 졸
업자로 일반고등학교 출신자와 종합고등학교 일
반계 과정, 특수목적 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
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2. 일반고등학교등 상과반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학생부 100

지역고교 및 
자매결연고교 

출신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1) ~ 2)항에 해당하
는 자
1) 본 대학교가 소재한 충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항공운항학과: 수능 3개 
영역(정시반영영역및 비율)
백분위 평균 80% 이상인 
자

학생부 31.82

면접 68.18

수시2차

외국어(영어)
우수자 

기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 10.45

면접 33.58

영어토론 55.97

자매결연 
고교 출신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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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성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자이면서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단, 
2012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면접 100

지역인재육성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 본교가 소재한 성북구 및 종로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수능성적 (인문대.사회과학
대)언어/외국어 3등급 2개, 
(공과대) 외국어/수리 3등
급 2개

학생부 100

수시2차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본교가 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
하는 자 
○ 사회기여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ㆍ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배려대상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ㆍ허가된 국내 아동보육
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군ㆍ경ㆍ소방ㆍ교도 공무원 자녀 : 부 또는 모
가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으로 2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이거나 경력자의 자녀

수능성적 언어,수리,외국어 
중 3등급 1개

학생부 100

한세대 수시

기독교목회자
추천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 본교 설립정신에 부합하는 교회에서 세
례를 받고 담임교역자(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외국어영역 5등급 이
상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사회기여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
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2.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호~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5. 민주화운동관련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발급 가
능자) 또는 그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7. 도서·벽지 근무공무원 : 통산 5년 이상이며 
지원시점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
원의 자녀
＊일반공무원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의 [별표1]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따름
＊교육공무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
칙」 제2조의 [별표]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
8. 부(준)사관의 자녀 : 2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있는 부(준)사관의 자녀
9. 다자녀 가구의 자녀 : 지원시점 현재 가족관
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학생부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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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세대 수시

만학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혹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자 (1981년 9월 17일 이전 출생자)

학생부 50

면접 50

사회봉사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고교재학기간 동안 사회봉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100시간(봉사
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한 자

- 1단계(3배수)

 학생부 50

 사회봉사실적 50

- 2단계

 학생부 50

 면접 50

Wee추천

2011년 국내 정규 고등학교 및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로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 또는 
Wee센터, Wee스쿨에서 지속적인 Wee 상담지도
를 받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30

면접 70

지역인재추천
경인지역(경기도 및 인천지역) 소재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외국어영역 5등급 이
상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한신대 수시1차

대안학교장추
천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안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면접 50

목회자추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국내 고등학교 5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거나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세례를 받고 목회자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면접 50

국가유공자및
민주화공헌자 

자(손)

국가(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공헌자, 5.18민주화
운동공헌자, 제주4.3항쟁희생자, 고엽제피해자의 
손 자녀

학생부 100

사회봉사직자
녀

부모 중 1인이 환경미화원, 기능직공무원(토건 ·
전신 · 기계 · 화공 · 선박 · 농림 · 보건위생 ·
사무보조 · 방호의 직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
원, 직업군인(부사관, 위관 및 영관급장교 포함 
- 입대일 기준), 군무원, 교육직(교육직공무원 
및 국공립 ·사립학교 교직원), 교정직공무원 및 
집배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자의 자녀 또는 위 직종에 3년 
이상 근무 중인 본인

학생부 100

한양대
(ERICA)

수시1차

과학재능
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인정하
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입상자

학생부 20

서류 50

면접 30

디자인재능
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인정하
는 권위 있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
상한 자

학생부 30

서류 70

문화콘텐츠
재능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인정하
는 권위 있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
상한 자

학생부 20

서류 40

면접 40

체육재능
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인정하
는 권위 있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
상한 자

학생부 20

서류 80

학업우수자

2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일반고교 졸업(예
정)자로서 통산 3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 또는 종합계 
고교의 전문계반 제외)

있음

-1단계(일정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80

 학생부비교과

  +면접 20

* 1단계 선발시 대

학이 정한 일정기

준 이상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

용하고 최종선발함

미래인재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
거나 미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자로서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하여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단계(일정배수)

서류+학생부 100

-2단계

서류+학생부+면접 

100

-3단계

위원회종합평가 100

실용음악
재능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학생부 10

실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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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양대
(ERICA)

수시1차

외국어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의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2010년 2월 이후 졸업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언
어별 공인 어학성적 소유자 또는 국외 정규고교
의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2009년 3월 
이후 졸업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언어별 공인 어
학성적 소유자

학생부 30

어학성적 70

안산지역학생

경기도 안산시 소재 정규고교(특성화고교 제외)
의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3개 학기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평균등급이 우리대학이 정
한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서 해당 고등학교의 교
사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0

면접 40

수시2차

사랑의 실천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부․모․본인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및 (외)(손)자녀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
인 및 자녀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
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본인 및 자녀
7. 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 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8.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
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
국 국적자(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9. 지원시점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있음

학생부 40

전공능력검사(인문

계) 또는 수리논술

고사(자연계) 60

리더십우수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2011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교 졸업자로서 아래 1, 2중 하나 이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고교재학 중 학급부반장 이상 또는 총학생회 차
장 이상의 학생회 간부경력을 1회 이상 지낸 자
2)고교재학기간 중 고교 봉사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

있음

학생부 40

전공능력검사(인문

계) 또는 수리논술

고사(자연계) 60

한양대
(서울)

수시1차 학업우수자

국내 정규 일반 고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
정)자로서 통산 3개 학기 이상 국내고교 성적 취
득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 또는 종합계 
고교의 전문계반 제외)

*인문계/상경계 : 언어, 수
리‘나’, 외국어, 사탐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 자연계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단, 수리
‘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
드시 포함)
* 의예과 : 수리‘가’는 1등
급이면서 언어, 외국어, 과
탐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 정책학과 : 언어, 수리
‘나’, 외국어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
* 파이낸스경영학과 : 수리
‘나’, 외국어 영역이 모두 
1등급 또는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
*융합전자공학부/에너지공
학과/미래자동차공학과 : 
수리‘가’, 과탐 모두 1등급 
또는 수리‘가’, 외국어,과탐 
영역의 등급 합이 4이내

-1단계(일정배수)

교과 100

-2단계 

 비교과 100

* 단, 의예과는 아

래에 의함

-1단계(일정배수)

 교과 80

 비교과 20 

-2단계

1단계 40

논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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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양대
(서울)

수시1차

국제학부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공인 영어시험 기준 점수 이상 소
유자
①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② 국외 정규고교의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
는 2009년 3월 이후 졸업자

-1단계(일정배수)

어학성적 100

-2단계

심층면접 100(영어

쓰기+영어면접)

공학인재

2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일반고교(특성화고
교 제외)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수학과 과학 교과의 이수단위 합이 35단위 
이상인 자
2. 과학에 관한 전문교과를 15단위 이상 이수한 자

수리‘가’ 영역 1등급이고, 과
탐 3개 과목 중 1등급 2개 
과목과 4등급 이내 1개 과
목 또는 수리‘가’ 영역 1등
급이고, 과탐II 1등급 1개 과
목과 4등급 이내 2개 과목

교과 50

비교과 50

미래인재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
거나 미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자로서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하여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20

 면접 80

-3단계

 위원회 종합평가 

 100

발명재능
우수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인정하
는 전국 규모 대회 개인 입상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

 교과 30

 서류 20 면접 50

연기재능
우수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예정)자

1단계

교과 20

실기 80

2단계

실기 100

음악재능
우수자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예정)자로서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자격(인
정대회 입상실적) 소유자

실기 100

글로벌한양I

국내 정규 고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자
①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 교과를 15단위 이상 이수한 자
② 국어와 영어교과(인문계열), 수학과 영어교과
(상경계열 지원자)에서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으
로 총 6개 과목 등급 평균이 2.0등급 이내인 자

서류 50

면접 50

한양우수
과학인

과학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

교과 20

서류 20

논술 60

수시2차 사랑의 실천

국내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부, 모, 본인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및 (외)(손)자녀

3.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

인 및 자녀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

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

수행자 본인 및 자녀

7. 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 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인문계/상경계 :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영

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

내

* 자연계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단, 수리

‘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

드시 포함)

교과 30

논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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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양대
(서울)

수시2차 글로벌한양II

아래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해당 언어별 공인어학성적 소유자

① 국내 정규 고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

자로서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또는 국제에 관

한 전문 교과를 15단위 이상 이수한 자

② 국내 정규 고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

자로서 국어와 영어교과(인문계열, 체육대학 지

원자), 수학과 영어교과(상경계열 지원자), 과학

과 수학교과(자연계열 지원자)에서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으로 총 6개 과목 등급 평균이 2.5등급 

이내인 자

③ 국외 정규 고교 2009년 3월 이후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인 자

서류 50

논술 50

한  영
신학대

수시

국가유공자및 
자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국가보훈처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상의 생활등

급 3등급 이하인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인

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학생부 성적 50

면접 50

만학도 만30세이상인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인

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면접 100

목회자
최근 1년이상으로 기독교정신이 투철하여 소속

교회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인

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학생부 성적 50

면접 50

한  일
장신대

수시1차

교사및목회자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교사 및 목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1) 출신학교장(교사) 추천자

  ① 고교 재학기간중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② 고교 재학기간중 학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각종 입상, 수상, 표창경력이 있는 

자

  ③ 교내․외 학생활동 임원을 역임한 자

  ④ 3개월 이상 교내학생 근로경험이 있는 자

  ⑤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후 각종 기능자격

증 취득자

  ⑥ 특별활동 우수자

(2) 목회자 추천자 : 교회봉사자, 신앙이 돈독한 

자로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신학부

 학생부 80

 면접 20

*사회복지학부,디

아코니아학,인문사

회과학부 NGO학:

학생부 80

서류평가 20

*인문사회과학부

(NGO제외),예술학

부 미술치료학

학생부 100

*예술학부음악․교회

음악학,실용음악학

학생부 40

면접 10  실기 50

만학도·주부·
취업자

(1) 만학도 : 1976년 3월 1일 이전 출생한 만 
35세 이상인 자
(2) 주부
(3) 취업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산업체
에서 2010년 9월 9일 현재 통산 1년이상 정규
직(계약직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현 산업
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전직 산
업체의 경력 합산가능)

*신학부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교사및목회자

추천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 교사 및 목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1) 출신학교장(교사) 추천자
  ① 고교 재학기간중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② 고교 재학기간중 학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각종 입상, 수상, 표창경력이 있는 
자
  ③ 교내․외 학생활동 임원을 역임한 자
  ④ 3개월 이상 교내학생 근로경험이 있는 자
  ⑤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후 각종 기능자격
증 취득자
  ⑥ 특별활동 우수자
(2) 목회자 추천자 : 교회봉사자, 신앙이 돈독한 
자로 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신학부

학생부 80

면접 20

․사회복지학부,디아

코니아학,인문사회

과학부 NGO학

학생부 80

서류평가 20

*인문사회과학부

(NGO제외),예술학

부 미술치료학:

학생부 100

*예술학부음악․교회

음악학,실용음악학:

학생부 40

면접 10 실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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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중대

수시1차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본인 
및 자녀

일반전형과 동일

특성화고교

출신자

-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서
   - 출신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일(유사계
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한함
전모집단위 - 전공 상관없이 특성화고등학교 출
신자
간호학과 - 간호관련학과 출신자
체육학부
(체육)- 체육고등학교 출신자
(기타) 일반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로 각 
시ㆍ도민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개인 및 단체 입
상자, 대한체육회 산하 각 체육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되
는 자
- 강원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과 동일

수시2차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되
는 자
- 강원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과 동일

수시3차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본인 
및 자녀

일반전형과 동일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되
는 자
- 강원도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과 동일

해외유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국
소재 고등학교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사실
이 있는 자

일반전형과 동일

협성대 수시1차

목회인재전형

․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외 동등 학력 인정 자로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심층면접 40

성경고사 10

잠재인재
․ 고교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면접을 통해 수험생의 잠재능력을 보여줄 수 있
는 자

학생부 70

면접 30

국가유공자및
사회기여자

≪국가유공자 해당자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 ․ 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사회기여자 해당자 ≫

․ 군인(부사관,장교),목회자,소방공무원,경찰공무

원,환경미화원,집배원,교도관으로 10년이상 재직

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녀 및 사회복지기관, 환

경단체에 10년이상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자

녀

≪다자녀 가정 출신자≫

․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출신 자녀 

학생부 100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

․ 경기도 소재 고교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로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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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협성대 수시2차

기타추천자(
학교장.교사

이외)

․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

령에 의해 이외 동등 학력 인정 자로서 기독교 세

례교인으로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80

면접 20

만학도 및 
주부

․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외 동등 학력 인정 자로서 1982

년 1월 1일(30세) 이전 출생자이며 기독교 세례

인인 자로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80

면접 20

호남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간호학과: 수능 외국어영

역 4등급이내 및 언어 / 수

리영역중 1개 영역 이상 5

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 수능 외국

어 영역 4등급 이내

*유아교육학과 : 수능 언

어,수리,외국어 1개영역 5

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호  남
신학대

수시2차

국가유공자 
및 자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

녀(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ㆍ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의 자녀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ㆍ「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학생부 50

면접 50

교회 및 
사회봉사자

교회 및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한 자
학생부 50

면접 50

정시(나)
교회 및 

사회봉사자
교회 및 사회봉사기관에서 봉사한 자

학생부 50

면접 50

호서대 수시1차

실기우수자전
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인정하는 경시(경연)대회에서의 수상실적

이 있는자

학생부10

면접20

수상실적70

벤처프론티어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응시자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4등

급이내인자

-1단계(3배수)

 학생부 50

 서류 50

-2단계

 1단계성적 20

 심층면접80

사회기여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자

  -읍면단위 6급 이하 공무원(10년이상)의 자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10년이상)의 자녀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10년이상)의 자녀

  -교위이하 교도관(10년이상)의 자녀

  -군부사관, 준사관(10년이상)의 자녀

  -교사(10년이상)의 자녀

  -목회자(10년이상)자녀

  -해외선교사(3년이상)의 자녀 

  -환경미화원(10년이상)의 자녀

  -우편집배원(10년이상)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서 재직중 

인 자(10년 이상)의 자녀

○ 소년소녀가장으로 시*군*구에서 인정한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조～15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순경, 지원

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자녀

학생부50

면접고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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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관련 법률 제7조 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호 ~ 제3호에 해당자 및 그의 자녀 

○ 장애인자녀로 부모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

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등

급1,2,3급 해당 자의 자녀

호서대

수시1차

지역학생전형

○ 충청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학년도 2

월졸업예정자

○ 천안 인접지역(평택,안성,오산포함)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50

면접고사 50

추천자전형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교육

감, 교육장, 경찰서장이 수여한 효행 선행 모범

상 수상자

○ 소속 고등학교에서 

 - 성적우수자로 표창 받은자(교과목별 우수상·

노력상 포함)

 - 효행·선행·모범상 수상자

 - 각종 경연대회(백일장, 과학작폼전, 발명품전

등)입상자

 - 반장, 부반장, 학생회 부장 이상간부, 교내 

동아리 회장, 부회장을 1학기 이상 역임한자.

 -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이상 수행자

 - 협동 및 봉사정신, 탐구 및 모험정신이 투철

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3학

년 담임교사가 인정한자.

 - 기독교계 고등학교에서 교목추천자

 - 각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장의 추천자

 - 법인 등록된 청소년 단체장의 추천자

학생부 50

면접고사 50

수시2차
벤처프론티어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응시자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4등

급이내인자

-1단계(3배수)

 학생부 50

 서류 50

-2단계

 1단계성적 20

 심층면접 80

정시(가)
벤처

프론티어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1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응시자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이 4등

급이내인자

학생부 10

서류 10

심층면접 80

호원대 수시1차

각종대회
입상자

본 대학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고교 재학 중 입상

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40

입상실적 60

남학생전형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남학생

학생부 70

면접 30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및 제2호

에 의한 숙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4조 

제1항 제3호 부터 15호에 해당하는자와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이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 미주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 임무수행자 및 그이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회 

내지 제3회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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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홍익대
(서울)

수시1차

홍익국제화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 어학에 탁월한 역량이 있거나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학생부 40

 면접 30 서류 30

수학.과학우
수자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 수학/과학 분야에 탁월한 역량이 있는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이용하

여 모집단위별로 기준 통과 

여부만을 적용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학생부 40

 면접 30 서류 30

저스토피아
(법학인재)

1999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서류40

-3단계

 학생부 60

 면접 20  서류20

국가(독립)유
공자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

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1호~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

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학생부 40

면접 30

다면평가 30

소년.소녀 
가정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소년·소녀 가정 또는 가정 보호 위탁아
동으로 등재된 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국내 아동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학생부 40

 면접 30

 다면평가 30

홍익대
(조치원)

수시1차
국가(독립)

유공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

조 제1호~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6.18 

자유상이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9항(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

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학생부 60

다면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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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홍익대
(조치원)

수시1차

소년.소녀 
가정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거주지 읍·면·동사
무소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 보호 위탁 아동
으로 등재된 자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
가된 국내 아동보호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학생부 60

다면평가 40

충청지역 
고교 

출신자(대전,
충남,충북)

1999년 2월 이후 충청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에서 3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
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

-1단계

학생부100

*예능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10

 실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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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  인
교육대

수시

경기도교육감
추천학생

2010.2월 졸업예정자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기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3 
이내인 자

면접 100(P/F)

인천광역시교
육감추천학생

2010.2월 졸업예정자로 인천광역시 내 고등학교
에서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3 
이내인 자

면접 100(P/F)

글로벌교육리
더

2010.2월~2012.2월 고교졸업(예정)자(단, 검정

고시자 제외) 중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과목을 모두 응시하

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텝스 성적이 

800점 이상인 자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 영역의 평균 백분위가 

83 이상인 자

-1단계(2배수)

TEPS 성적 83.33

학생부 교과 16.67

-2단계

TEPS 성적 45.46

학생부 교과 18.18

면접 36.36

교직적성잠재
능력우수자

2010.2월~2012.2월 고교졸업(예정)자 중 지원자

를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 2인과 학교장

이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로 추천한 자(단, 조

기졸업자 및 검정고시자 제외)

-1단계(2배수)

 학생부 교과 60

 자기추천서 20

 교사추천서 20

-2단계

 학생부 비교과 20

 심층면접(과제수 

 행, 집단면접, 개 

 인면접) 80

정시(나)

국가(독립)유
공자와 그 

자녀(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

녀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단, 6.25

참전유공자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만 포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

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3 

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6.67

 수능 83.33

 면접 10

소년소녀가장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년,소

녀가장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지정된 자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3 

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6.67

 수능 83.33

 면접 10

공  주 
교육대

수시2차

고교성적(내
신)우수자

2008년 2월 ～ 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등급 

합이 10등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내

 학생부 90.2

 구술면접 9.8

지역인재선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충청남도 면 지역에 소재한 일반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포함)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

개 학년 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 읍 지역 소재 고등학교 제외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자 조건을 갖추었고 초

등학교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높다고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3) 3개 학년에서 전 과목의 단위수를 고려한 

평균 석차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평균 석차 등

급이 2.0등급을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해당사항 없음.

 ※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 1명 

 ※제외대상자: 특목고 및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해당사항 

없음.

 학생부 60

 심층면접 60

시장,군수 
추천자

1. 충청남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중 본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소재한 일반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월 졸업 예정인자
 2. 3개학년에서 이수한 전 과목의 단위수를 고
려한 평균 석차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3.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입학부터 졸업시
까지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확약
하고 추천한 자

최저학력기준 : 
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성적 등급합산이 12등급 
이내

 학생부 90.2

 구술면접 9.8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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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공  주 
교육대

수시2차 학교장추천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고등학
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학년 간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자 조건을 갖추었고 초
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높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3개 학년에서 이수한 전 과목의 단위수를 
고려한 평균 석차 등급이 3등급(소수점 첫째 자
리에서 반올림) 이내인 자
    ※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등급 합이 14등급(소
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내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등급 
합이 14등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내

 학생부 60

 심층면접 60

정시(나)

국가(독립)유
공자(손)자녀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의 자녀(※제4조 제1항 9의 2호에 의한 ‘6․25전
쟁 참전 유공자’는 제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군경, 공
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최저학력 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산이 12등급 
이내

 학생부 27

 수능 70

 면접 3

소년.소녀
가장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 또는 가정위탁보
호 아동
2)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3)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최저학력 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산이 13등급 
이내

 학생부 27

 수능 70

 면접 3

대  구 
교육대

수시
교과성적

(내신)우수자
 2010. 2월 이후 국내고교졸업(예정)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언어, 수리,(가/나0, 
외국어, 탐구(사탐/과탐) 4
개 영역 합이 10등급이내

 학생부(교과) 80,  

 면접(구술) 20

정시(나)
국가(독립)

유공자 
손.자녀 등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
험 언어영역 등급, 수리영역 
등급, 외국어(영어)영역 등급, 
탐구영역 3과목 등급의 합산 
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수능 40

 학생부 50

 면접구술 10

부  산
교육대

수시

교과성적(내
신)우수자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중 2010년 2월 이후 고
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

수능4개영역 합이 10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기타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중 2009년 2월 이후 고
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서 학급담임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수능최저학력기준없음

-1단계

 제출서류 평가

-2단계

 1단계 성적 40

 집단면접 30

 개별면접 30

정시(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특별전형 대상자
수능4개영역 합이 16등급 
이내

-1단계

 수능 100

-2단계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소년․소녀가장
해당거주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소년.소녀가
장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능4개영역 합이 16등급 
이내

-1단계

 수능 100

-2단계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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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교육대

수시

고교성적
우수자전형
(일반전형)

○ 지원자격
 - 2011.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
업예정자
제외)로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한 자
 -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적용(세부기준 추후발표)

 학생부 60

 논술 20

 면접 20

※ 2단계 전형

특정영역
집중이수자전
형(일반전형)

○ 지원자격
 - 2006년 이후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응시한 자
 - 학교생활기록부상 해당 영역의 교과를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한 자

적용(세부기준 추후발표)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논술 50

 면접 50

정시(나)

국가(독립)
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

○ 2012.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

적용(세부기준 추후발표)  일반전형과 동일

소년.소녀
가장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2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해당 거주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소년소녀

가장(위탁가정세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세부기준 추후발표)  일반전형과 동일

전  주
교육대

정시(나)

전라북도교육
감추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서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

˚전라북도 교육감 추천을 받은 자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  능 60

 면  접 10

국가(독립)
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  능 60

 면  접 10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사망 및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거주시(구청)장, 군수 또는 읍, 면, 동  장

이 증명한 소년·소녀가장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  능 60

 면  접 10

진  주
교육대

정시(가)

국가유공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

녀(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포함)

 ※ 6.25 참전유공자 제외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만 포함됨)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3단계 : 서류검증

-4단계 : 종합평가

선효행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내·외에서 선행·봉사·효행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모범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3단계 : 서류검증

-4단계 : 종합평가

21세기형 
교직적성자 

선발

2006년 2월 ～ 2011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자는 제
외)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3단계 : 서류검증

-4단계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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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전형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청  주
교육대

수시

고교성적우수
자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고교 졸업(예

정)자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한 자

(단,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조기졸업자, 교과교육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일반 고교 직업과

정 위탁생, 공업계 2+1체제 이수자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1~3학년을 국내고교에서 수학하고 1~3학년 6

개학기(졸업예정자의 경우 5개학기)성적 이수단

위 및 석차등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수능 4개영역의 합이 
12등급 이내인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1배수)

 학생부 80

 면접 20

지역우수인재
선발

-충청북도 읍,면지역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종

합고등학교 포함)에서 1~3학년까지 3개 학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과목의 단위수를 고려한 석차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 충청북도 읍,면지역에 소재한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특성화고 졸업(예

정)자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명시 예정임

수능4개영역의 
합산평균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1배수)

 학생부 50

 면 접 50

정시(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휴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수능 4개영역 합산 평균 
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일반전형과 동일

소년.소녀 
가장

(아래 모두 해당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생활능력 상실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관할 시,군,구(읍,면,동포함)에서 지정한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수능 4개영역 합산 평균등
급이 5등급 이내인 자

-일반전형과 동일

학교장추천자

-충북도내 고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있고, 타의 모범

이 되는 학생 중 해당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전 학년 석차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전학년 석차백분율 

23이내)

수능 4개 영역이 각 4등급 
이내인 자(탐구영역은 합산 
평균이 4등급 이내)

-일반전형과 동일

춘  천
교육대

수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강원도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서 강원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4개 영역(언어,수리,
외국어,탐구)의 등급합산이 
12등급 이내(탐구영역은 상
위 2과목의 평균등급)

 학생부100

지역핵심인재
선발

강원도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서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4개 영역(언어,수리,
외국어,탐구)의 등급합산이 
14등급 이내(탐구영역은 상
위 2과목의 평균등급)

-1단계

 학생부 50

 서류심사 50

-2단계

 학생부 25

 서류심사 25

 심층면접 50 

국가유공자 
손자녀 등

국가유공자손자녀 등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

수능 4개 영역(언어,수리,
외국어,탐구)의 등급합산이 
12등급 이내(탐구영역은 상
위 2과목의 평균등급)

 학생부 90

 면접 10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수능 4개 영역(언어,수리,
외국어,탐구)의 등급합산이 
14등급 이내(탐구영역은 상
위 2과목의 평균등급)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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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전형

 1. 특기자 특별전형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3. 특성화고교

 4. 취업자

 5. 산업대 우선선발

 6. 농․어촌학생(정원외)

 7.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8. 특성화고교졸재직자(정원외)

 9.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1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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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운대 수시1차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

3.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계학

과 졸업(예정)자

4.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위탁생

1. 수능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산성적

이 10등급 이내인 자(단, 군

사학과만 해당됨)

2.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3

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운항

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90

면접 10

경일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생 졸업(예정)자

*전모집단위

학생부 100

-경찰학과,소방방재

학부 :학생부 90,

면접10

극동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업(예정)출신자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학생부 50

면  접 50

동의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는 수능 언/수/외/

탐(한과목) 영역 중 2개 이상 

4등급 이내인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

부    산

외국어대
수시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학생부 100

탐라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인문, 종합, 기타고교 전문계열학

과 포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한국산업

기 술 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졸업(예정)자(2012년2월~2009년2

월)

- 종합고에 개설된 전문계학과 및 일반고 직업과

정 이수자도 인정

학생부 10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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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기자 특별전형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3. 특성화고교

 4. 취업자

 5. 산업대 우선선발

 6. 농․어촌학생(정원외)

 7.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8. 특성화고교졸재직자(정원외)

 9.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1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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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최저경력연수 취업기관의 범위

인천대 수시1차 2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3.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4.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5. 국민연금범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제주대 수시2차 6개월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학생부 100

창원대 수시 6개월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

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경남․부산․울산지역 소재 동일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2010. 9. 

30기준) 계속근무중인 자

-2010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는 재학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취업중 군입대 관계로 휴직하여 복직(당해학년도 입학전 복직

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후의 근무경력으로 지원자격

을 인정함.(군입대전후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자전형 대상자가 아님)

2) 산업체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영농후계자(읍, 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3) 근무기간 산정기준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직기간은 제외

학생부성적 80

경력가산점 20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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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최저경력연수 취업기관의 범위

강남대 수시2차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로서 아

래의 산업체 등에서 현재(원서접수일 기준) 재직 중인 자로서 역

경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대학수학능력시

험과 상관   없이 지원 가능)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기관

   ②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③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④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시설)

   ⑥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⑦ 직업군인

   ⑧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서류심사 50

면접 50

경원대 수시2차 1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후 각호에 해당

하는 자

 Ｏ취업자 : 201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2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계속 재직 중인 자(현 직장의 최근 1년 국민연금 납부 실

적이 모두 있는자)

 Ｏ공무원 : 경찰, 소방, 군인을 포함하여 지방 및 중앙부처 공무

원으로 201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용직 및 임시직 제외)

 Ｏ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2011년 11월 1일 기준

으로 만 12개월 이상 동일한 자 영업체를 운영하고 세금 체납이 

없는 자(휴업 등 비영업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

서류심사 50

면접 50

계명대 수시
2011.9.1 기준 

6개월 이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통산 6개월 이상 

아래 취업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3.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4.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5.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6.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7.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업실적이 있는 자)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국민대

수시1차 1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한 직장(또는 한 자영업체)에서 연속 1년 이상의 직장경력 또는 자

영업체 운영 경력이 있고,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근무(영업) 중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정시(다) 1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한 

직장(또는 한 자영업체)에서 연속 1년 이상의 직장경력 또는 자영

업체 운영 경력이 있고,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근무(영업) 중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면접 50

경력 30

자기평가서 20

남서울대 정시(나) 1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3.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4.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5.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6.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학생부10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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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최저경력연수 취업기관의 범위

단국대

(천안)
수시1차 1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 영농종사자(읍?면?동 발행 증명서 첨부)

서류 30

면접 70

대진대 정시(가)

원서접수일 

기준 1년 6개월 

이상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단체

2.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3.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4.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5. 일반사업체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적용사업장

6.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공인회계사사무소,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등 전문 직종

7.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중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8. 실제 영농 종사자 

9.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10.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학생부 100

동아대 수시1차 1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영농종사자

교과 20

서류 30

면접 50

동의대 수시1차 6개월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취업기관 또는 자영업자 학생부 교과 100

서  울

기독대
정시(나)

산업체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

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종교법인 단체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군장교 및 직업하사관

-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보조 재정지

원 기관)

학생부 80

면접 20

서  울

신학대
수시 2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3.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4.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5.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6.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학생부 50

면접 40

경력 10

성결대 수시1차 6개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③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④국세청에 등록   된 사업체 

⑤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⑥영농종사자(읍?면 발

행 증명서 첨부) ⑦자영업자(사업자등   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6

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학생부 100

영남대 수시 1년 6개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 의료법 제3조3항에 규정된 종합병원

○ 자영업자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원서접수일 기준으

로 36개월 이상 사업중인 자

학생부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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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최저경력연수 취업기관의 범위

용인대 정시(나)

。일반직장인 : 

1년

。자영업자 : 

2년

。일반직장인:   본교 산업체 인정범위내의 산업체에서 연금관리

공단의 연금가입자로서 만 1년 이상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만 2년 이상 현 사업장에

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세금납부실적이 있는 자영업자만 인

정함

。직업군인

  : 임관일로부터 만 3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자

※ 취업기관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3.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4.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5.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학생부 60

면접 40

조선대 수시1차

산업체 재직 

경력이 통산 

1년 이상인 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 법령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③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④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⑥ 영농종사자

⑦ 자영업자

학생부 71.4

재직경력 28.6

한세대 수시
경찰 근무경력 

2년 이상
현직 경찰

학생부 30 

면접 40

경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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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3. 특성화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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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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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취업기관의 범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울과학

기 술 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

-본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에서 추천한 자로 해당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취업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

-1단계(2배수~3배수) 

  학생부 60 

  경력(자격증) 40

 -2단계 : 

  1단계 점수 80

  면접 점수 20

  공인영어성적(가산점)

정시(나)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단, 2009년 2월 

이후 졸업자만 지원 가능.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일반 고등학교 직업(실업)과정 이수자 [단, 2008년 2월 이후 졸

업자만 지원 가능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학생부 30  

수능 60

동일계 2   

수상 8

한경대 수시

1.산업체경력자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②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각급학교

 ③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④의료기관 및 금융기관

 ⑤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상기 ① ~ 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

대보험 공단에서 발행한 증명서상 6개월 이상 직장근무 기간이 확

인되어야 인정함.

 ⑥ 후계농업경영인(창업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또는 학과 인정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모집요강 참조)

3. 동일계(전문계) 지원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졸

업(예정)한 자, 일반 고교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학생부 92.3, 

자격점수 7.7

한밭대

수시2차

o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자

o 산업체 6월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o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규정된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o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규정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하는자

o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이수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자

o 취업기관의 범위(1~5)

*공학,인문,경상,디자인계열(야간)

 학생부 60

 우대점수 40

*디자인계열(주간)

 학생부 40

 우대점수 30 

 실기고사 30

정시(가)

o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자

o 산업체 6월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o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규정된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의 자격증을 취득한자

o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고 규정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하는자

o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이수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자

o 취업기관의 범위(1~5)

 학생부 60

 우대점수 40

경운대 정시(다)

1~6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부문

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모집단위와 관련된 종목의 자격증 소지

자

전문계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모집단위에 지원

하는 자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학생부 93

우대가산점수 7

청운대 수시1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단체

2.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3.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4.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5. 국민연금범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6. 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7.고용보험 적용사업장

8.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

학생부 100

우대가산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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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취업기관의 범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국산업

기 술 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모집당시(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산업체에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단, 2012년2월 졸업예정자는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에만 인정하되, 만18세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취업기관의 범위:1,2,3,4,5

학생부 70

산업체경력 30

호원대 수시1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감동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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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  릉

원주대

수시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 행정구역상 농․어촌(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
 -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태백시)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부모 모
두가 이 지역 거주자
 ※ 읍, 면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특이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 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함.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
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
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15등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
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예체능계
열, 원주캠퍼스(문화대
학,과학기술대학): 제한
없음 (단,수능은 응시하
여야 함)
*치의예과(학생부와 수능
의 최저학력 기준을 모
두 충족해야 함.):
  ○ 학생부 : ㉠∼㉣ 각
각 2등급 이내이며  ㉠+
㉡+㉢+㉣= 6등급 이내 
    (국어 3과목 평균:㉠
/ 영어 3과목 평균: ㉡/ 
수학 3과목 평균:㉢/ 과
학3과목 평균:㉣)
  ○ 수능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의 
합이 7등급 이내

학생부 100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2012학
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중 아래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태백
시)로 지정된 지역 학교 출신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이 지역에 거주한 자
※ 읍, 면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특이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 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함.

*수능 응시
*치의예과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의 
합이 8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능 70

강원대

(춘천)
수시2차

- 2009.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고교재학중 학교소재지 및 본인 주소지가 읍·면(태백시 
포함)에 속한 자(동일 읍, 면이 아니어도 가능)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격 부여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
제고는 제외

0 일반대학 :
 수능 언어, 수리, 외국
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
상 5등급 이내
0 자연과학대학 : 
 수능 수리, 외국어, 과
학탐구(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스포츠과학부

제외)

학생부 30

서류평가 30

면접(40)

ㅇ2단계(스포츠과학부)

서류평가 30 면접 30

실기고사 40

강원대

(삼척)
수시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이 이 지역
에서 거주한 자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태백시 
등)로 지정된 지역 학교 출신 및 거주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이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격 부여함.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는 제외함.

-전체모집단위(식품영양
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
학과,치위생학과,방사선
학과,안경광학과,응급구
조학과,작업치료학과,제
외) : 미적용(단, 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식품영양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 
:수리 또는 외국어 5등급 
이내
-방사선학과, 안경광학
과 : 수리 5등급 이내
-응급구조학과,작업치료
학과: 외국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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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원대

(춘천)
정시(가)

-수시미충원시 이월모집(이월인원 없을경우 모집하지 않음)
- 고교재학중 학교소재지 및 본인 주소지가 읍·면(태백시 
포함)에 속한 자(동일 읍, 면이 아니어도 가능)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자격 부여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
제고는 제외

*일반대학

학생부 16.67

수능 83.33

* 사범대학

학생부 15

수능 75   면접 10

* 스포츠과학부

학생부 30

수능 30   실기 40

경남과학

기 술 대

수시

정시(다)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읍,면으로 인정함.
-2개 이상이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
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지원자 본인 및 그의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고등학교 입
학시부터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100

경북대

(대구,상주)
수시1차

1. 일반학생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
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모두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행정구역개편으로 동으
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市)의 동(洞)에 소재하더라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학교
에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농어촌거주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2. 지역균형발전
○본교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균형
발전대상지역」(대구·경북지역의 인구 7만이하 기초지방자
치단체) 중 본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학년 학교 성
적 등급 평균이 1.86등급(단, 도서 지역은 2.75등급)이내이
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 모두 관학협약체결지
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나. 관학협약체결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선발인원 : 관학협약체결 기초지방자치단체별 5명이내
※ 고등학교별 추천인원 : 5명이내
※ 관학협약체결지역 : 울릉군

학생부 교과 25

비교과 25

심층면접 50

경상대 수시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
에 해당 되는 자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
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의 전 교육과
정(3년)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 이수자
로서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인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50

면접구술고사 50

공주대 정시(가)

201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2010학년도 졸업자) 또
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전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추후 확인시 자격 미달자는 입학
을 취소함)
1.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3년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 자

* 사범대

수능 36

학생부 24

서류평가 30

교직적인성면접 10

*일반대학

수능 36

학생부 24

서류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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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또는 실종)자의 거
주요건은 제외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이 농
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
로 변경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성장촉진지역)의 “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음

*체육교육과

수능30   학생부40

교직적인성면접 5

실기 25

*음악교육과,미술교육과

수능 25  학생부 40 교직적인성면접 5 실기30

*무용학과,생활체육지도학과

수능 30  학생부 40 실기 30

*조형디자인학부,만화애니메이션학부

수능 30  학생부 20  실기 50

군산대

수시1차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면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로 출
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법률상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법률상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
부터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기준
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
함. (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 (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1단계

 학생부 70

 기타 30

-2단계

 면접 40

 기타 60

수시2차

정시(가)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면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로 출
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법률상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법률상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
부터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기준
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
함. (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 (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학생부 100

금  오

공과대

수시2차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입학일～졸업일)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 적용 기준”에 의한다.
2.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
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학교생활기록부(이하 ”
학생부“)의 입학일자 기준〕
3.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4. 제외 대상자
  ○ 고교 3개 학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
에 소재한 고교에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에 재학자 또는 검정고시자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
차등급이 5.0등급 이내
인자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정시(다)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입학일～졸업일)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부모 적용 기준”에 의한다.
2.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
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학교생활기록부(이하 ”

학생부 4.68

수능 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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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학생부“)의 입학일자 기준〕
3.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4. 제외 대상자
  ○ 고교 3개 학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
에 소재한 고교에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에 재학자 또는 검정고시자

목포대 수시

○농어촌일반학생전형와 동일하며, 다만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응시

-1단계

 학생부(교과) 40

 학생부(비교과) 및 

 자기소개서 등 6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신활력지역(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태백시, 김제시, 정읍시, 삼척시, 제천시, 

공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면 및 신

활력지역에서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하면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를 말

하며, 만약 재학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거주지

가 읍,면지역 또는 신활력지역이 아닌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농어촌(읍,면)에 거주하고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의 6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부모의 농어촌 거주기

간은 적용하지 않음

○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부모의 적용 

기준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

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

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

이 있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일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

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재학중 도농통합으로 인하

여 광역시 또는 시로 편입된 경우에도 포함됨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등),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제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응시

학생부 100

(교과 90, 출석 10)

목  포

해양대

수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기간 중 본인과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행

정구역 변경의 경우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로서 출신학

교장이 추천한 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및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

수리(가/나)영역과 외국
어(영어)영역의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정시(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기간 중 본인과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행

정구역 변경의 경우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로서 출신학

교장이 추천한 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및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교 

출신자는 제외

수능 100

부경대 수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단, 졸업자는 졸업일 기군) 현재 농어촌지역에 아래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6년간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

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심층면접 30



- 6. 농․어촌학생(정원외) <국․공립대> -   1359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부산대 수시

 ○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집단위(예술문화영상학과 포함)
 ○ 공통사항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
학 중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포함
함. 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 개편된 경우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하는 가덕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신활력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농어촌 지역에 소자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재학기간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신고)말소사실이 있
는 자는 지원 자격 없음
○ 자격요건 가형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도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한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
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 자격요건 나형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전 교육과정(12
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
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기준
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
함.

*예체능계제외모집단

위

-1단계(일정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 서류(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

서, 에세이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

과확인이 필요한 경우)

-3단계 : 수능최저학

력기준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와 예비후보자 

순위 확정

*체육교육과 스포츠과

학부 

-1단계: 실기고사 대

상자 선발(모집인원의 

일정 배수)

  학생부

(교과,비교과) 100 

-2단계

 학생부 70

 실기고사 30

*한국음악학과, 미술

학과 :

-1단계(일정 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 20

 실기고사 80

서울과학

기 술 대

정시

가,나

․ 읍․면 이하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 초ㆍ중ㆍ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읍․면 이하의 농․어
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재학하고 이 기간 동안 읍․면 
이하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어촌소재 고교라 할지라도 특수목적고 출신자 및 고등
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함

․ 공과대학, 자연생명과
학대학(스포츠과학과 제
외), MSDE전공,IT 
Management : 2개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
합이 8등급 이내
․ 조형대학, 스포츠과학
과 : 2개영역(언어영역, 
외국어영역)합이 8등급 
이내
․ 인문사회대학, 글로벌
테크노경영프로그램 : - 
2개영역(언어영역, 외국
어영역)합이 6등급 이내

* 공과대학, 자연생명

과학대학(스포츠과학

과 제외), 인문사회대

학, 국제융합학부

학생부 40   수능 60

* 조형대학 

-1단계(7배수)

 학생부 40  수능 60

-2단계

 수능 40   실기 60

* 스포츠과학과 

-1단계(7배수)

 학생부 40  수능 60

-2단계

 수능 20   실기 80

서울대 수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장의 추천(고교별 3명 
이내)을 받은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와 부모가 지원자의 초.중.고 재학 기간 중 3년 동안 읍.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읍.면(농.어촌) 소재 중.고등학
교에서 전 교육과저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 소재 초등학
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응시기준을 충족
하고 그 성적이 다음과 
같아야 함.
- 인문. 자연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미대: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
역 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체육교육과: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음대: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
역 이상 5등급 이내(단, 
작곡과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통합)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기회균형선

발전형으로 통합)

참고사항: 기회균형선

발특별전형(농어촌학

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 

190명이내. 그러므로 

농어촌 학생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

님. 편의상 2로 나누

어 표시한 숫자임



1360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시립대
정시(나)

2011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단,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

고는 제외)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

하는 고교에서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

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

하는 초,중,고교에서 12년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모두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학교소재지 또는 본인 거주지의 읍·면 지역이 동 지

역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

※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도시지역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읍·면 소재 고등

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 전입학한 자는 읍·면 소재 고등학

교(중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4월 1일 이후 전

입학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ㅇ인문계열: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사회탐구(2
과목 이상)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ㅇ 자연계열 :  언어, 수
리 가형, 외국어(영어), 
과학탐구(2과목 이상) 영
역 중 2개 영역 이상 3
등급 이내

서류(수능,학생부 포

함) 40

면접 60

순천대
수시

1,2차

농어촌 지역(읍면) 및 신활력지역(나주,남원,김제,상주,문경,

공주,영천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외국어/예술/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 및 신활력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66.7

면접 33.3

안동대 수시

-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한 자 중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 거주

2. 농어촌지역 고교에 재학(졸업)   

3. 학교장 추천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인천대 정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생존시) 모두가 농어

촌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제외대상:특수목적고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

.
수  능 80

학생부 20

전남대

(광주,여수)
수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

육 계열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제외)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고교 재학 전체 기간(졸업한 자는  고교 입

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졸업예정자는 고교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 개시일까지) 지원자와 지원자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인정 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

에 두는 읍·면 포함) 다만,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선정된 낙후(신

활력)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
역 중 지정등급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관심사 100

(서류평가 70, 

 면접 30)

전북대

수시1차

o 2012년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  5학기 이상의 학생

부 성적이 있는 자

- [1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중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2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6

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본인 및 부

모의 거주사실 여부는 불문)

수능반영 4개영역 중 2
개영역 평균등급이 지정
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와제출서류 50

심층면접 50

정시(나)

- [1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중 부모와 학생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2유형]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6

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본인 및 부

모의 거주사실 여부는 불문)

학생부 50

수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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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제주대 수시2차

2011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①~②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

정을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 시까지 또는 2011. 9. 8까지 계

속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 3년간 교육과정 농어촌지역 이수자(본인, 부모 거

주자) 중 부모가 사망,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

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  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

을 기준으로 함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의 입양일 이후부터는 동거하

는 양부모 또는 친부모를 기    준으로 함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또는 

2011. 9. 8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과 부모의 거주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일반학생 기준과 동일 학생부 100

창원대 수시

1) 지원자격

⑴ 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⑵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농 복합시의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도서․벽지 포함)

에 거주한 자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년 전교육과정을 이수

한자는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에 재학한 자는 제외한다.

※ 행정자치부 선정“신활력지역”의 동(洞)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함.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중 1개영역 또는 탐

구영역 1개과목이 5등급 

이내

(단, 특수교육, 유아교육, 

세무,  간호학과는 4등급

이내)

학생부성적 100

충남대

수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및 지원자의 부모가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

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는 농어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범대 국어교육과, 영

어교육과, 교육학과, 수

의예과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합 8등급

-사범대 수학교육과 본

교 지정 3개 영역 등급

합 9등급

-사범대 기술교육과, 건

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

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

신공학교육과, 화화공학

교육과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합 10등급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

과학전공) 본교 지정 3

개 영역 등급합 10등급  

-간호대학, 자유전공학

부(과학기술전공)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합 

12등급

-인문대학 4개 영역 등

급 합 20등급

-기타 대학 3개 영역 등

급 합 15등급

- 1단계(2배수)

학생부 교과성적 100 

- 2단계

학생부 80

서류평가 10

면접고사 10

정시(나)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및 지원자의 부모가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

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는 농어촌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학생부 40

수능 60



136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충북대 수시2차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전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추후 확인시 자격 미달자는 입학을 취소함)

1.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3년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 자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또는 실종)자의 거

주요건은 제외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이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

로 변경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신활력지역(낙후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위:가/나형, 자연

계 모집단위:가형), 외국

어(영어) 영역 중 1~2개 

2~6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80

-2단계

 1단계 60

 서류평가 40

 *사범대

-1단계성적 60

 서류평가 30

 교직적성 10

충주대 수시2차
농어촌 지역 고교 및 거주자로서 자세한 사항 우리대학 홈

페이지 참조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는 

학생부반영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한경대 수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졸업(예

정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

고시 출신자는 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100

한  국

교원대
수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하교 입학 전일부터 재학 전 기간 동

안 본인 및 그의 부모(사먕, 이혼 및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신활력

지역은 읍.면에 한함)에 거주한자(다만,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 중 2개영역이 3등

급 이내(탐구영역은 사위 

성적 2과목의 등급 평균

을 반영)

-제1단계

학생부성적 100

-제2단계

학생부성적 80

심층면접 20

한  국

체육대
정시(가)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소재학교(농.어촌학교

)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수능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중 3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탐구영역은2과목평균등

급)

*사회체육학과, 스포

츠청소년지도학과

 학생부 30 

 수능45   실기 25

*레저스포츠학과

학생부 30

수능40  실기 30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부 30

수능55  실기 15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부 30

수능45   실기 25

한  국

해양대
정시(나)

다음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

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고등

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의 경우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

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

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고교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 및 본인거주지 주

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자격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및 특성화고     출신자는 제외

※ 신활력(낙후)지역은 지원자격 인정하지 않음

수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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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  국

해양대

정시(다)

다음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

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고등

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의 경우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

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

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고교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 및 본인거주지 주

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자격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및 특성화고 출신자는 제외

※ 신활력(낙후)지역은 지원자격 인정하지 않음

수능 25

학생부 40

실기 25

입상실적 10

정시(다)

다음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

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고등

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의 경우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

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

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에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고교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 및 본인거주지 주

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자격 인정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고, 체육고) 및 특성화고     출신자는 제외

※ 신활력(낙후)지역은 지원자격 인정하지 않음

-1단계

 수능 60

 학생부 비교과 및 서 

 류평가 40

-2단계

 1단계 60

 면접 40

한밭대 수시2차

o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본 대학이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o 읍.면에 소재하는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의 특수목적

고 제외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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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야대 수시1차

․ 농․ 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를 제외한)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졸
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
된 경우도 포함함.
※ 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읍 또는 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 개편된 경우는 2011학년도 입학까지 지원자격을 부여함.
․ 군․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자
․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한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
시 및 이에 준 한다고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속
한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재
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한자

학생부 90

면접 10

가    천
의과학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
인 및 부모(생존 시) 모두가 해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30

적성평가 70

정시(나)
농·어촌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
인 및 부모(생존 시) 모두가 해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수능 100

가톨릭대 정시(가)

농어촌지역 [행정구역상 읍,면지역과 도시계획상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신활력(낙
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등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단, 재학 중 또는 졸
업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의 동으로 변경된 경우는
인정하며, 특수목적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지원자는 성직지망자로서 영세 후 만 3년 이상 경과
한 자이어야 함.

*신학과, 성심교정 전 모
집단위 : 없음

*간호학과: 수능시험  언
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평
균 3등급이내

*성심교정

서류평가 70

수능 30

*간호학과

학생부 30

수능 70

*신학과

학생부 25

수능 70

교리 5, 면접(합/불)

감리교
신학대

정시(나)

1. 농 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 (2011. 2월 졸업예정자 포함)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 면 지
역에 거주한 자로 기독교 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읍, 면 소재지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는 제외
3.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4.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는 “동”지역을 읍, 면으로 본다.
5. 신 낙후지역 선정지 포함

학생부 20

수능 60

면접 10

성경시험 10

강남대 수시1차

가. 농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정
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한 기준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ㆍ모 모두가 농ㆍ
어촌 지역에서 거주한자(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양육권
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읍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본인이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부ㆍ모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하며 수험생 본인은 반드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나. 자격 참고사항
1)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ㆍ어
촌지역으로 간주함
2) 농어촌 제외대상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체
육고 및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 출신자
3)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결정ㆍ시행

*인문사회계, 자연계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예체능계

 학생부 40

 실기 60

강남대 정시(나)

가. 농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정
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한 기준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ㆍ모 모두가 농ㆍ
어촌 지역에서 거주한자(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양육권
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읍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본인이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부ㆍ모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학생부 20

수능 8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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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하며 수험생 본인은 반드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나. 자격 참고사항
1)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ㆍ어
촌지역으로 간주함
2) 농어촌 제외대상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체
육고 및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 출신자
3)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결정ㆍ시행

강남대 정시(다)

가. 농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정
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한 기준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ㆍ모 모두가 농ㆍ
어촌 지역에서 거주한자(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양육권
과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읍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2) 본인이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6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단, 부ㆍ모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하며 수험생 본인은 반드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나. 자격 참고사항
1)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ㆍ어
촌지역으로 간주함
2) 농어촌 제외대상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체
육고 및 자립형사립고, 검정고시 출신자
3) 기타 특이자의 지원자격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결정ㆍ시행

수능 40

실기 6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신입
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 2월 이후(2010년 2
월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읍·면소재 중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할 수 
없음.
※ 신활력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평가 50

 심층면접 50

정시(다)

농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신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 2월 이후(2010년 
2월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읍ㆍ면소재 중학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
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 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할 수 
없음.
※ 신활력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능 100

건국대
(충주)

수시2차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국내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1단계 : 4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00

 1단계성적 30

 서류 70(학생부 비교 

 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

정시(다)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국내 고등학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학생부 교과 50

수능 50

건동대 수시1차

1.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읍ㆍ면의 적용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
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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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지역으로  보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으로 본다.
3. 읍ㆍ면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4.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신고)말소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건동대 정시(다)

1.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읍ㆍ면의 적용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
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
지역으로  보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
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으로 본다.
3. 읍ㆍ면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4.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신고)말소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50

수능성적50

건양대 정시(다)

농어촌지역의 읍·면소재(광역시, 통합시의 읍·면지역 포함)
고교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단,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자,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고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읍·면)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읍·면)이 졸업 후 동으로 개편
된 경우에도 당해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
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농어촌지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됨

없음
※단, 다음의 학과는 아
래의 최저학력기준을 모
두 충족하여야 함.

* 의학과
- 수리, 외국어, 과탐(생
물, 물리, 화학/단, 최소
한과목 ⅱ선택) 합산 6
등급 이내

* 중등특수교육과
- 5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산 8등급 이내

* 간호학과, 작업치료학
과, 안경광학과, 임상병
리학과, 방사선학과, 치
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 수능성적 4개영역(언
어,수리, 외국어, 사/과
탐)중 최고 3개영역의 
합산 등급 12등급 이내
인자
※ 탐구는 최고 2과목 
평균(단, 직업탐구는 인
정 안됨)

* 전 모집단위

수능 50

학생부 50(교과80 + 

비교과20)

*작업치료학과, 안경광

학과,임상병리학과, 방

사선학과,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중등특수

교육과

수능60

학생부40(교과80 + 비

교과20)

     

단, 의학과와 간호학과

는 다단계 전형 시행

* 의학과

1단계 : 학생부(교과) 

24 + 학생부(비교과) 

6 + 수능 7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 간호학과

1단계

학생부(교과) 32

학생부(비교과) 8

수능 6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경기대
(수원)

수시1차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의 자격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가형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
교 졸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부·모·학생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 나형 : 중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교 졸
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인 자로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 50(학생부비

교과+자기소개서+활동

보고서+디자인감상문)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개별면접1+

개별면접2+토론면접)

수시1차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의 자격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가형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
교 졸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

학생부 50

적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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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부·모·학생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 나형 : 중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교 졸
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인 자로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경기대
(수원)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음의 자격유형 중 한 가지에 해
당하는 자
- 가형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
교 졸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부·모·학생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 나형 : 중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교 졸
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인 자로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100

경기대
(서울)

수시1차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의 자격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가형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
교 졸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부·모·학생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 나형 : 중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교 졸
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인 자로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적성 50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음의 자격유형 중 한 가지에 해
당하는 자
- 가형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
교 졸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부·모·학생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 나형 : 중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고등학교 졸
업자는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예정)인 자로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100

경남대 수시1차

o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부모
의 거주지는 상관없음)
다.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읍·면)에 소
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적용기준
 ①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
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③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학생부 100

경동대 수시1차

농어촌 지역(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 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 단, 강원도 태백시와 도서벽지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없음(단, 간호학과는 2학
년 2학기 또는 3학년 1
학기의 국어, 영어, 수학
의 석차 평균 등급이 3
등급이내)

학생부 100

*중등특수교육과, 간호

학과

 학생부 60

 면접 40

경    북
외국어대

수시2차

 아래의 각호 중, 한 기준에 해당되어 출신고등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3조 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단, 부 모의 사망 이혼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
의 읍․면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
촌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조건을    면제함)

학생부 60

면접 40



1368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성대 수시1차 농어촌소재 고교출신자
교과70

비교과30

경운대

수시1차

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면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3.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

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4. 제외대상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1. 수능 외국어(영어)영

역 5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위생학과만 해당됨)

3. 수능3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산성적이 10등급 이내

인 자(단, 군사학과만 해

당됨)

4. 수능 외국어(영어)영

역 3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운항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다)

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면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3.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동

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4. 제외대상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1. 수능 외국어(영어)영

역 5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위생학과만 해당됨)

3. 수능3개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산성적이 10등급 이내

인 자(단, 군사학과만 해

당됨)

4. 수능 외국어(영어)영

역 3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운항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100

경원대

수시1차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Ｏ읍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

지에 거주한(하는) 자

 ※ 졸업이후 및 재학기간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

편된 경우도 지원가능 함

적성고사 60

학생부 40

정시(가)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Ｏ읍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

지에 거주한(하는) 자

 ※ 졸업이후 및 재학기간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

편된 경우도 지원가능 함

수능 반영영역: 언어, 수

리가형, 외국어, 과탐(2

과목) 4개영역 중 2개영

역 이상 1등급 (단, 과탐

은 2과목 중 1과목만 1

등급도 가능)

수능100

정시(다)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단,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Ｏ읍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ㆍ모 모두가 읍ㆍ면 소재

지에 거주한(하는) 자

 ※ 졸업이후 및 재학기간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

편된 경우도 지원가능 함

수능100

경일대 수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

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6년 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

하는 중·고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로서,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 지역

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를 졸업한 자는 제외

-전모집단위

 학생부 100

*간호학과,응급구조학

과,사진영상학부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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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일대 정시(다)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
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6년 전 과정 이수자: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
하는 중·고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로서,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 지역
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를 졸업한 자는 제외

-전모집단위(간호,응급 

제외):

수능 100

경주대
수시1차
정시(가)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는 제
외)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
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고교졸업 후 또는 재학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에도 지원 가능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학생부 100

경희대
(국제)

정시(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원서 접수 마
감일까지 재학 중인 자
2.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 군지역과 시지역 중 
읍·면 지역을 의미하며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함'의 의
미 :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단,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부모 중 1인
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읍 또는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 국제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수능반영영역 중 1개영
역 이상이 3등급 이내

수능 50

서류평가 50

경희대
(서울)

정시(나)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내국인 정규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
일까지 재학 중인 자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인문-수능 반영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자연-수능 반영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수능 50

서류평가 50

계명대 수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
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
야 함. 이 경우 부ㆍ모ㆍ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함.
- 농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예정)자. 단, 이 경우 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
야 하며,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관계없음. 
※ 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시.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함.

1. 사범대학, 경찰행정, 
간호학과 : 수능 2개영역
(외국어영역 포함)의 등
급 합이 8 이내
2. KAC : 수능 외국어영
역 3등급 이내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
용 시 탐구영역은 1과목 
적용

*. KAC, 의예과를 제

외한 모집단위

학생부 90  면접 10

* KAC

학생부 60  면접 40

* 의예과(입학사정관제

전형)

-1단계( 5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 수능성적 반영(동점

자 사정원칙) :탐구영

역 2과목 평균성적 반

영, 제2외국어 및 한

문영역은 제외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
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
야 함. 이 경우 부ㆍ모ㆍ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의예과 : 수능 수리가형
을 응시한 자로서 수능 
3개영역(외국어영역 포
함)의 등급합이 6이내(탐
구영역 1과목)

<입학사정관제전형>

-1단계(5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1370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소재지는 동일한 읍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함.
- 농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예정)자. 단, 이 경우 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
야 하며,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관계없음. 
※ 의예과는 수능 수리‘가’형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입학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시.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함.

※ 수능성적 반영(동점

자 사정원칙) :탐구영

역 2과목 평균성적 반

영, 제2외국어 및 한

문영역은 제외

고려대
(서울)

정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각 항
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
타 본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 본 대
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세부 사항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모두가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전 재학기
간 동안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농․어촌학생확인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를 받은 자

2개 영역 2등급 이내(단, 
경영대학, 정경대학, 의
과대학, 자유전공학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1단계

 수능 75

 학생부 25

-2단계

 1단계성적 80

 서류및면접 20

고려대
(세종)

정시(가)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고등학교 전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본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2) 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교 졸업자는 졸업일(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
드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 소재 고교에 재학하여야 함
- 초·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중
에 도시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수능 100

고신대

수시2차

1)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교 재
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
2) 읍면 소재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본인 
및 부모 농어촌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됨)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영어) 포함하여 2개 영
역이 4등급 이내

학생부100(단,신학대

학,영문,유아,의료경영,

사복,재활은 학생부 

90, 면접 10)

*간호학과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나)

1)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교 재
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
2) 읍면 소재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본인 
및 부모 농어촌지역 거주하지 않아도 됨)

학생부 25 수능 75

(단,신학대,영문,의료경

영,유아,사복,재활 수

능 70,면접 5)

*간호학과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관동대 수시2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
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서 계속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 중 계
속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의학과 : 수능 수리가
형영역, 외국어영역, 과
학탐구영역(등급 우수 2
과목의 평균등급) 등급의 
합이 4이내
- 간호학과 : 수능 수리
(가/나형)영역, 외국어영
역, (사/과/직)탐구영역(등
급 우수 2과목의 평균등
급) 등급의 합이 12이내
- 기타 모집단위 : 최저
학력기준 없음

* 체육교육과

 학생부 43.01

 실기고사 56.99

*기타 모집단위

 학생부 100

광신대 정시(가)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단, 특수목적고 및 고등학
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60

면접 40



- 6. 농․어촌학생(정원외) <사립대> -   1371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광운대

수시1차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
자 중 농․ 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 3조에 정한 읍․ 면(광역
시, 도, 도․ 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 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과정(3년) 해당자 : 고등학교 전 재학 기간을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중․고등학교 과정(6년) 해당자 : 농․ 어촌지역에 소재하
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전 
재학 기간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적용기준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모두 
읍․ 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 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 면이 아니라도 가
능함.
  ․ 적용제외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중 일부를 
읍․ 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국제고에서 재학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학생부 100

정시(다)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
자 중 농․ 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 3조에 정한 읍․ 면(광역
시, 도, 도․ 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 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과정(3년) 해당자 : 고등학교 전 재학 기간을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중․고등학교 과정(6년) 해당자 : 농․ 어촌지역에 소재하
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전 
재학 기간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적용기준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모두 
읍․ 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
구역 개편으로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 어촌 지역으
로 간주함.
-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
한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적용제외자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중 일부를 
읍․ 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국제고에서 재학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학생부 20

수능 80

광주대

수시1차

-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
육과정을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
서접수일현재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
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의 거주지
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
능함
-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간호학과:언어,외국어(영
어),수리(가/나)영역중 2
개영역등급의 합이 7이
내
유아교육과:언어,외국어
(영어),수리(가/나)영역중 
2개영역등급의 합이 10
이내
간호,유아제외 모집단위:
없음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가)

-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
육과정을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
서접수일현재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
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의 거주지
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
능함
-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137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광주대 정시(나)

-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
육과정을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
서접수일현재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
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의 거주지
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
능함
-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 90

면접 10

광  주
여자대

수시
1,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
일 까지) 본인과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농어촌 소재 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도 지원가능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에
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또는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
일 까지) 본인과 부 또는 모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농어촌 소재 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도 지원가능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에
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 83

면접 17

국민대

수시1차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
법 제 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한 농ㆍ어촌 고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부ㆍ모ㆍ학생 모두 고교 재학기간동안 농ㆍ어촌지역 또
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② 학생이 중ㆍ고교 재학기간동안 거주지 및 학교소재지가 
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인 자

서류평가 100

정시(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
법 제 2조에 의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한 농ㆍ어촌 고교
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부ㆍ모ㆍ학생 모두 고교 재학기간동안 농ㆍ어촌지역 또
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② 학생이 중ㆍ고교 재학기간동안 거주지 및 학교소재지가 
농ㆍ어촌 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인 자

학생부 30

수능 70

그리스도대 수시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읍 면 소재 특수 
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학생부 70

면접 30

극동대

수시1차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거주자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
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학생부 50

면  접 50

정시(나)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거주자
ㅇ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
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까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학생부 50

수  능 50

금강대 정시(나)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2011년 2월 이후 졸업자로 
다음 각 호 1과 같다.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
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수능 언어, 외국어, 수
리영역 중 1개 영역이 2
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어, 외국어, 수
리, 탐구(사회 또는 과
학)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

수능성적 80

학 생 부 15

면    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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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재학하고 이 기간동안 본
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확대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금강대 정시(다)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2011년 2월 이후 졸업자로 

다음 각 호 1과 같다.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

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재학하고 이 기간동안 본

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확대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ㆍ

면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수능 언어, 외국어, 수

리영역 중 1개 영역이 2

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어, 외국어, 수

리, 탐구(사회 또는 과

학)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

수능성적 80

학 생 부 15

면    접 5

김천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읍·

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

간(입학에서 졸업)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지역 포함)

학생부 교과 70

비교과(출석,봉사

각 10)20

면접 10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읍·

면(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

간(입학에서 졸업)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지역 포함)

학생부 교과 70

  비교과(출석20

  ,봉사10) 30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

수시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읍,면 지역소재 

초,중,고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

자 (단, 읍,면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에 합격한 자는 제외됨)

고교 전 학년 내신 이수

과목 1/2이상이 5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나사렛대 수시1차

① 부모 동거(거주) 조건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 (본인: 농어촌고교 졸업(재학))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

에 거주한 자.(본인/부/모: 고교3년간 농어촌지역 거주) 

② 부모 비동거(거주) 조건 : 

농어촌지역 소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에 거주한 자.(본인: 초중고 농어촌고교 출신, 고교 3년간 

농어촌지역 거주) 

※ 특수목적고,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 부모의 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해당 사유

는 제외

※ 농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지역

단, 학교 소재지와 부모, 학생의 거주지가 동일한 행정구역

이 아니어도 됨. 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ㆍ면이 동으

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동을 읍ㆍ면으로 본다.

보건계 등 일부학과 수

능 최저학력 예정(추후 

안내)

학생부100(90,80,70)면

접30(20,10), 실기100 

등 모집단위별 반영비

율 상이하므로 세부내

용은 홈페이지 참고

남부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

읍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

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본인 과 부모(사망, 이

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

에서 거주한 자.(단, 수험생, 부모의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간호학과 해당

*전모집단위(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80

 면접 20

*간호학, 물리치료학과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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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남부대 정시(가)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김제시, 정

읍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단, 졸업

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까지) 본인 과 부모(사망, 이

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

에서 거주한 자.(단, 수험생, 부모의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 50

수능 50

남서울대 수시1차

1.농․어촌소재(읍,면) 고교의 졸업(예정)자로 해당고교 입학

일부터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

는(한) 자

※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재학기간 중(해당고교 

입학일부터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거주지 또는 고교소재지

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
촌으로 인정함

2. 농.어촌소재 초.중.고교 12년 과정(원서접수 종료일 까

지)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초.중.고교 재학 기간 동안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학생부 100

단국대
(죽전)

수시1차

농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예정)

하고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지원제한 

ㆍ검정고시 출신자 및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ㆍ읍면 소재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외국어고 출

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ㆍ지원자격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권(신고)

말소' 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부모 포함) 지원할 수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30

 서류 30

 면접 40

정시(나)

농ㆍ어촌지역 소재 국내 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

(예정)하고 최종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재학기

간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제한 : 읍ㆍ면 소재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외국어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권(신고)

말소' 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부모 포함)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30

수능 70

단국대
(천안)

수시1차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예정 포함)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

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1단계 (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30

 서류 30   면접 40

정시(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예정 포함)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

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인문, 사회, 자연계열 : 

없음

의학계열 : 수능 언어, 

수리(가)형, 외국어, 과학

탐구(3개 과목)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

*인문, 사회, 자연계열

 학생부 20

 수능 80

* 의학계열

 학생부 10  수능 90

대    구
가톨릭대

수시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등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고 6년 과정을 농·어촌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

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정시(나)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등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100, 

*체육교육과

수능 60 실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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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중·고 6년 과정을 농·어촌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
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대    구
가톨릭대

정시(나)
농·어촌학생(일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을 경유하
여 경상북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의예과{수능 4개영역 
등급합이 7이내(도서지
역은 11이내) ※단, 탐구
영역은 상위 3과목 등급
의 평균}
-간호학과{수능 4개영역 
등급합이 7이내(도서지
역은 9이내) ※단, 탐구
영역은 최상위 1과목만 
선택가능}
- 방사선학과, 물리치료
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수능 4개영역중 상위 2
개영역 등급합 9이내(도
서지역은 10이내)
 ※단, 탐구영역은 최상
위 1과목만 선택가능}

수능 50

서류심사 20

학업계획서 30

대구대

수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중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함.

학생부 100

정시(다)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ㆍ어촌지역(읍ㆍ면, 도서벽지지역)소재 중 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

한 자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함.

학생부 100

대  구

예술대

수시

정시(다)

고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고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1.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

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일반전형과 동일

대    구

외국어대
정시(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을 졸업(예정)하고, 재학기

간 부모님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50

수능성적 50

대  구

한의대

수시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

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중․고교 6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 하는 중·고

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

외)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없음.

(단, 한의예과는 언어/수

리가/외국어영역 등급합

이 6이내. 간호학과는 언

어/수리/외국어 중 2개영

역에서 4등급이내.  중등

특수교육과,임상병리학

과,물리치료학과는 언어/

수리/외국어 중 1개영역

에서 4등급이내.)

학생부 100

수시
대학과 협력지자체협정을 맺은 농어촌 해당지역 고교 출신

자 중 학교장과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최저학력기준 있음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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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  구
한의대

정시(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

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중․고교 6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 하는 중·고

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

외)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없음.

(단, 한의예과는 언어/수

리가/외국어영역 등급합

이 6이내. 간호학과는 언

어/수리/외국어 중 2개영

역에서 4등급이내.  중등

특수교육과,임상병리학

과,물리치료학과는 언어/

수리/외국어 중 1개영역

에서 4등급이내.)

학생부 100

대불대 수시1차

○농어촌 지역[읍ㆍ면, 광역시ㆍ도와 도ㆍ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ㆍ면, 신활력지역(나주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상주시, 문경시, 태백시, 삼척시, 제천시, 공주시, 

안동시, 영천시, 광양시(중동,금호동) 등]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ㆍ면 및 신 

활력지역에서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봄

○검정고시출신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는 제외

학생부 100

대신대 수시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에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한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신학과 지원자

는 기독교 세례받은자

*신학과

학생부 80  면접20

*인문사회계열

학생부 100

*예능계열

실기 100

대    전
가톨릭대

정시(가)

1.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장)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자.
2, 영세를 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한 천주교신자로서 성직 
지망자.
3. 본당신부와 소속장상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면접 20

논술 30

대전대

수시1차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물류유통학과 : 수능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회계학과, 병원경영학
과 : 수능 2개영역 평균 
5등급 이내
-임상병리학과, 응급구
조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 수능 3개영역 평균 4
등급 이내 
-한의예과 : 수능 2개영
역이 각각 1등급 이내

*일반학과

 학생부 100

*한의예과

 학생부 80

 구술면접 20

정시(나)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

[수시1차 미등록자가 발
생할 경우에만 모집함]
-물류유통학과 : 수능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회계학과, 병원경영학
과 : 수능 2개영역 평균 
5등급 이내
-임상병리학과, 응급구
조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 수능 3개영역 평균 4
등급 이내 
-한의예과 : 수능 2개영
역이 각각 1등급 이내

*일반학과

 학생부 100

*한의예과 

학생부 20

수능 80

대  전
신학대

수시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부모는 제외)가 읍,면
에서 거주한 자
2.제외대상자
*특수목적고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자
*검정고시 합격자
3.1의 해당자로서 세례(입교)받은 자
4.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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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진대

정시(나)

농어촌지역(읍·면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졸업예
정자로서 다음 지원지격(“가”형 또는 “나”형)을 충족하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가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
육과정(3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적
용)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지역
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발생일부터 예외적용)
- 나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까지의 기
간을 적용) 중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서 거주
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의 거주지 자격
요건 없음)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
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현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
이 동으로 개편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학생부 40

수능 60

정시(다)

농어촌지역(읍·면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졸업예
정자로서 다음 지원지격(“가”형 또는 “나”형)을 충족하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가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
육과정(3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적
용)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지역
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발생일부터 예외적용)
- 나형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까지의 기
간을 적용) 중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서 거주
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의 거주지 자격
요건 없음)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
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현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과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
이 동으로 개편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스포츠과학부

학생부 20

수능 30   실기 50

*미술학부,무용예술학부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

*디자인학부

학생부 10

수능 30   실기 60

*음악학부

학생부 10

수능 10  실기 80

*연극영화학부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

덕  성
여자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또는 법령으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여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시에 속한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동안 본인 및 부모

(사망, 이혼 및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

로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 사실을 확인 받은 자

-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

신이 아닌 자

- 읍.면 지역이 아닌 신활력 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수능 우선선발

수능100(모집인원의 

30)

*일반선발

수능 88.86

학생부 11.14(수능 우

선선발을 제외한 인원)

동국대
(경주)

수시1차

- 일반계열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광역시 ․ 도, 

도 ․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 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학교장의 거

주사실을 확인 받은 자(부모거주기간 적용 안 함)

- 의학계열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광역시 ․ 도, 

도 ․ 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 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

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학교장의 거주사실을 확인 받은 자

- 의학계열(한의예과,의
예과) : 수능 언어, 외국
어, 수리가 영역 모두 2
등급 이내
-간호학과 : 수능 외국
어, 수리 영역 등급 합이 
6이내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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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국대
(서울)

수시1차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한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정시(가)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한 자

수능 100

동  덕
여자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농·어촌지역 읍·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도서·벽지의 지역 중 동 지역은 예외로서, 읍·면 지

역과 동일하게 인정)

수능 70

학생부 30

동명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에서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고등학

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생부 100

동서대 수시1차

<자격1>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타 사유

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

주한 자

<자격2>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소재 중,고 6년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자격3>

읍,면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간호학과-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4등급 이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학생부 100

*예체능(디자인학부) 

 학생부 50

 실기 50

동신대 수시1차

 1)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낙후지역인 나주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졸업예정

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 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

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한의예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등급

의 합이 6 이내

- 간호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

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

내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

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상위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유아교육학과,보건복지

대학(물치, 방사선제외)

  학생부 80,  

  면접 20

*스튜어디스학과 

  학생부 70,  

  면접 30

*실용음악학과  

  학생부 40,  

  실기 60

*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동아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자격1>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

학교 재학기간(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자격2>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중·고 6년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자격3>

읍·면 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공통사항

1. 읍·면·동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과 녹지구역 및 도농 

복합지역으로 본 대학이 인정하는 지역(가덕도, 양산시, 통

영시, 거제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

경시)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2.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함.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서·벽지

로 지정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4.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수능응시

-1단계

 학생부 100

 (교과 70,비교과 3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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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양대

수시1차

o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

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또는 2011. 8. 31.까지 연속적으

로 이수한 자 (본인과 부모의 읍면 지역 거주여부는 적용하

지 않음)

 ②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교 입학일부터 졸

업 시까지 또는 2011. 8. 31.까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고등

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

역에 거주한 자 (단, 부모가 사망, 실종, 이혼한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조건 제외) 

※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 면(동)이 

동(읍, 면)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 면으로 본다.

※ 특수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한다.

※ 2005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

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학생부 100

정시(다)

o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

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또는 2011.11.30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 (본인과 부모의 읍면 지역 거주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②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교 입학일부터 졸

업 시까지 또는 2011.11. 30까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고등

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

역에 거주한 자 (단, 부모가 사망, 실종, 이혼한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조건 제외) 

※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 면(동)이 

동(읍, 면)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 면으로 본다.

※ 특수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한다.

※ 2005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

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학생부 13.0

수능 87.0

동의대

수시1차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중, 고교 전과

정(6년)을 농어촌(읍, 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거주

한 자 또는, 농어촌(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 면)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교과 100

정시(다)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중, 고교 전과

정(6년)을 농어촌(읍, 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거주

한 자 또는, 농어촌(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 면)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교과 100

루터대 수시1차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학생부 60

면접 40

명신대
수시
1,2차

1.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과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전과 거주사실 호가인 받은 자

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출신이 아닌 자

3.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

경된 경우에는 지원가능

4.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 인문사회계열

 학생부 100

* 사범계열

 학생부 85

 면접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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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명신대 정시(나)

1.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

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과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전과 거주사실 호가인 받은 자

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출신이 아닌 자

3.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

경된 경우에는 지원가능

3.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학생부 40

 수능 60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부 35

 수 능  50

 면 접 15

명지대
(용인)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

에 의한 농어촌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입

학시부터 졸업시까지/학교생활기록부 기준) 본인 및 부모(사

망, 실종, 직권말소,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

외) 모두가 농어촌지역(태백시 포함)에 거주하여 출신 고등

학교의 확인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25

수능 75

명지대
(서울)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

에 의한 농어촌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입

학시부터 졸업시까지/학교생활기록부 기준) 본인 및 부모(사

망, 실종, 직권말소,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

외) 모두가 농어촌지역(태백시 포함)에 거주하여 출신 고등

학교의 확인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25

수능 75

목원대
수시1차
정시(나)

1. 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 및 
확대적용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이
수한 졸업(예정)한 자 중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의 읍ㆍ면 거주
자
2.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중에 변경(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3.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모두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이 경우 재학한 각 학교는 
동일한 읍ㆍ면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4. “확대적용 대상지역”의 해당고교라 할지라도 지원자 및 
부ㆍ모 모두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ㆍ어촌지
역(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한다.
5.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 100

목    포
가톨릭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
학기간(입학년도 3월 1일부터 졸업년도 2월말일까지)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사
탐또는과탐)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배재대
수시1차
정시(다)

농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ㆍ어촌 지역 거주자(단, 부․모가 사망, 이혼, 행방불명 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제외하며 30일 이내의 전학 및 주
소이동은 인정)

학생부교과 : 90

학생부비교과(전공적합

도에 대한 입학사정관

의 정성적 평가) : 10

백석대 수시1차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소
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
면 지역)에 거주한 자. 단,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아래의 경우(기타 사유)는 예외로 합니다.
  ※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 중 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원서접수
일 현재 편부 또는 편모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 
또는 모의 실종 시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만 해
당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로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거주지가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친권이 있더라도 양육권과 경합을 벌이는 경우에는 양육권
을 가진 부 또는 모를 우선합니다.
     ․ 입양된 자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양부모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친권이 있더라도 양
육권과 경합을 벌이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를 우선
합니다.
     ․ 부모 중 일방이 장기간 여행(국외 포함) 중이거나, 
중병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판단력이 상실되었거나, 수감 

일반전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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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어 민법에서 정
하는 법정 대리인을 세운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선고 받거나, 친권행사금지
가처분 또는 친권상실선고 등의 선고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어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대리인을 세운 경우 지원
이 가능합니다.
  2) 최종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과 본 대학교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본인 및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전형대상기준
  1)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기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소재 고등학교이
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지역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
  2) 읍․면 지역의 적용기준
     ․ 읍․면 지역 : 행정구역상 군에 속한 읍․면 지역과 도․
농 통합에 의하여 시에 속한 읍․면 
      ※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읍․면지역의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읍․면 지역으로 봅니다. 다만, 고등학교 
입학당시에는 읍․면 지역이었으나 현재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 기타사항
  1) 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을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주사실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
우 지원자격 결격자로 분류되어 전형성적 및 합격, 등록여
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예시 : 재학기간 중 부
득이한 집안사정으로 살고 있던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에 
잠시(단 1일이라도)라고 거주한 사실이 법적(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불가 또는 합격한 이후 변동 
시 합격 취소 처리〕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신입학 예정자는 최
종 등록 후, 본인 및 부모의 해당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거주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기준은 시작일은 입학일, 종료일은 
출신고교의 본인 졸업일로 합니다.
 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
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부    산
가톨릭대

수시1차 국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60

면접40

부    산
외국어대

수시
농어촌지역 3년 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와 함께 거
주하거나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 12년 전 과정
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한 자

학생부 100

부  산
장신대

수시

농어촌지역(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소재
의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
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학생부40

면접 40

학업계획서 20

삼육대

수시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5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농
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비․동거(거주)하여도 무
방함]. 단, 농어촌(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
합격 처리

학생부 80   면접 20

*체육

학생부 50  실기 30

면접 20

*음악, 미술

실기 80  면접 20

정시(가)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5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농
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비․동거(거주)하여도 무
방함]. 단, 농어촌(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
합격 처리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체육

학생부 20 수능 40  

실기 30   면접 10

*미술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60    면접 10

정시(다)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5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농
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비․동거(거주)하여도 무
방함]. 단, 농어촌(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
합격 처리

*간호,기초의약과학과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음악

학생부 10

실기 80    면접 10



138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상명대
(서울)

정시(나)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정규고등학교에 
신입학하여 졸업(예정)일까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2010년 2월 이후 고교졸업(예정)자
단,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는 농.어촌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수능 100

상명대
(천안)

수시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년도 2월 졸
업예정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고등학교 전교육과정(3년) 졸업(예정)자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졸업(예정)하
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소재
지와 본인의 거주지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 내인 자.
2. 초ㆍ중ㆍ고등학교 전교육과정(12년) 졸업(예정)자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 · 중 ·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졸업
(예정)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부·모의  거주
지는 관계없으나, 본인은 원서 접수 개시일까지 초·중· 고등학
교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
주지가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도 
지원 가능 함.

*인문계,자연계

학생부교과 70

학생부(출결) 30

*시각,패션,섬유,실내,

세라믹,산업,만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공연영상미술학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포트폴리오면접 60

정시(가)
정시(나)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1학년도 2월 졸
업예정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고등학교 전교육과정(3년) 졸업(예정)자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졸업(예정)하
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소재지
와 본인의 거주지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내인 자.
2. 초ㆍ중ㆍ고등학교 전교육과정(12년) 졸업(예정)자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 · 중 ·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  졸
업(예정)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부·모의 거주
지는 관계없으나, 본인은 원서 접수 개시일까지 초·중·고등학
교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
주지가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에도 
지원 가능 함.

*공연영상미술학부

학생부교과 40

포트폴리오면접 60

*인문계,자연계

학생부교과 70

학생부(출결) 30

*시각,패션,섬유,실내,

세라믹,산업,만화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상지대

수시1차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고 6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 기간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 
졸업 및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거주 
여부 불문)

ㆍ한의예과:수능3개영역 
1등급 이내
ㆍ간호학과:수능4개영역
합계 16등급

-1단계(3배수 내외)

교과내신 40

교과추이,비교과 6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30

 자기소개서 10

수시1차
정시(가)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고 6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 기간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 졸업 
및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부모거주 여부 불문)

학생부 100

서강대 정시(나)

농어촌 고교졸업(예정)자 중 ‘12학년도 대학수능응시자로서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 읍면이하 농어촌지역거주, 이수
*고등학교 전재학기간 부모 모두 읍면이하 지역 거주
 (신활력지역 제외)

▷ 인문 : 언어,수리(가,
나),외국어,사탐(제2외국
어/한문 포함)/과탐 4개
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단, 언어,수리(가/나),
외국어 3개영역 모두 4
등급 이내
▷ 자연 : 언어,수리(가),
외국어,과탐 4개영역 중 
2개영역 2등급 (단, 수리
(가)/과탐 중 2등급 1개 
필수) 단, 언어,수리(가),
외국어 3개영역 모두 4
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이상 
응시해야 하며 등급산정
은 상위 2과목의 평균등
급 적용

수능 75

학생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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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경대

수시1차

본 대학교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예정자는 원서접수일 전까지) 3개 학년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 모두 (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증빙서류 추가제출)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출신고등학교장은 학생의 지원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함
    2) 고등학교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졸업예정자는 원서접
수일(12월17일) 전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의 농어촌 거주사
실에 변동이 없어야 함
  나.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입학
일부터 졸업일까지(예정자는 원서접수일 전까지) 6년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
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다.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2개 이상의 고등학교(타지역 포함)에 재학한 경우 해
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마. 부,모 지원자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바.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고
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에는 지원이 가능함
  사. 신활력지역 거주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
할 수 없음
  아.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일시적 말
소 포함)에는 지원할 수 없음

없음
적성고사 80

학생부 20

정시(다)
수시모집과 동일
※수시모집에서 전원선발하며 이월인원 발생시 정시모집으
로 이월 선발

수능 100

서남대
(남원)

수시
1,2,3차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통
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정
-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재 중ㆍ
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
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김제시,나주시,남원시,문
경시,상주시,정읍시,태백시

의예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영역이 각각 
3등급이내이면서 합산 
등급이  6이내이고,  과
탐 3과목이 각각 3등급 
이내이면서 합산 등급이 
6이내인 자

학생부 100

*의예과, 간호학과

 학생부 100

 면 접 합/불

서남대
(아산)

수시
1,2,3차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통
합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ㆍ면으로 인정
- 읍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ㆍ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ㆍ면) 소재 중ㆍ
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
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김제시,나주시,남원시,문
경시,상주시,정읍시,태백시

학생부 100

*치위생학과: 

 학생부 100 

 면접 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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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기독대

정시(나)

- 읍ㆍ면소재지 고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전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재학기간 중 부모(부모 유고시 조부
모)와 학생 모두가 읍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검정고시 출신자와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생부80

면접20

서  울
신학대

수시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를 제외한다.)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외대상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2)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
 (3)행정구역(읍 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
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읍 면지역으로 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중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 자
격인정

면접, 실기고사 총배점의 
60이상

학생부60   면접 40

*신학과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교회음악과 

 학생부 20  실기 80

정시(가)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를 제외한다.)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외대상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2)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
 (3)행정구역(읍 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
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읍 면지역으로 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중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 자
격인정

학생부20  수능80

*신학과 

 학생부 20

 수능70   성경10

정시(다)

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의 부모(사망,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를 제외한다.)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외대상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와 고등학교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2)2개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
 (3)행정구역(읍 면)의 적용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
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 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읍 면지역으로 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중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 자
격인정

실기고사 총배점의 60이
상

수능 20

실기 80

서  울
여자대

수시2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 전(全)교육과정
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본
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단, 사망/이혼 등 기타 본
교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하며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全)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62.5

 서류 37.5

-2단계

 학생부 21.74

 서류 13.04

 심층면접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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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장신대

수시

.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한다)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서 거주한 자.[단, 고등학교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에 읍·면
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농·어촌지역에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를 적용하지 않음.
2.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는 제외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고등
학교 및 2007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낙후(신활력) 지역에 
속한 시, 군 인정 함
4. 신학과 지원자는 2011. 2. 28. 이전에 세례(유아세례 받
은 자는 입교한 자) 받은 자
5. 담임목사추천서(본교서식)를 받은 자.
6.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원자 중 다음 해당자는 지원자
격이 없음.
: 검정고시자, 외국인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교과교육 소년
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이수자

*신학과, 사복과

 학생부 100

*교음과:  실기 100

서원대
수시1차
정시(다)

-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원
서접수 마감일 기준)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
주 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
로 인정
* 농어촌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출신자는 제외

학생부 100

선문대 수시1차

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소재지)에 거
주한 자.
나. 본교가 따로 정한 신 활력지역에 표기된 고교 재학자이
며 고교 재학기간 동안 신 활력지역에 본인과 부와 모 모두
가 거주자한 자 <붙임자료 참조>.
 다. 제외대상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검정고시출신자
라. 전형대상기준
 1)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소재 고등학교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고등학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본다.
※최종등록자에 대하여 별도로 학생과 부와 모에 대한 주소
지 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 받아 
 농․어촌 거주 기간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이상(자격미달)이 
있을 경우는 입학(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해당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수시1
차 전형 입학원서 접수일까지로 한다.

학생부 100

성결대 수시1차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지역 비 거주조건은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면서 중․ 고교 전 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
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함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함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 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는 당해 동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광역시, 도, 도농통합
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 면)소재 고등학교로 함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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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거주지 적용기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으로 함
  -부, 모, 학생의 거주지는 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하되 학
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거주기간은 읍, 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함
․유의사항
  ① 학생의 부와 모의 사망 및 이혼과 미성년 학생일 때 
부모적용기준 등의 친권관계는 관계법령에 의하되, 기타의 
경우는 본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
준을적용함
  ② 전형방법, 전형일정, 복수지원제 등은 일반전형기준과 
동일하게 시행함
  ③영농후계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동일계열 학부(과)
와 관련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성결대 정시(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지역 비 거주조건은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면서 중․ 고교 전 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함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함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 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는 당해 동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광역시, 도, 도농통합
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 면)소재 고등학교로 함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
․거주지 적용기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으로 함
  -부, 모, 학생의 거주지는 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하되 학
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 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거주기간은 읍, 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함
․유의사항
  ① 학생의 부와 모의 사망 및 이혼과 미성년 학생일 때 
부모적용기준 등의 친권관계는 관계법령에 의하되, 기타의 
경우는 본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
준을적용함
  ② 전형방법, 전형일정, 복수지원제 등은 일반전형기준과 
동일하게 시행함
  ③영농후계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동일계열 학부(과)
와 관련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학생부40

수능 60

성공회대 수시2차

 1)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본인 및 그의 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에 거주
한 자로서, 소속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농어촌학생전형의 경우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적
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지치법 제 3조에 의한 읍, 면, 광역시, 도, 도․농 통
합시 관할구역내의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라
도 가능합니다.)
- 졸업 또는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보아 지원 자
격을 부여합니다.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중 1개등급이 4등급이내

학생부 100

성균관대 정시(가)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고교에서 고교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총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인문계,영상학, 의상학>
언어, 수리, 외국어 등급
합 6이내
<자연계>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수능 70

학생부 30

성  신
여자대

정시(가)

- 농어촌(읍면)소재 고등학교의 3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
모(사망, 이혼 기타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 농어촌(읍면)소재 중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 (졸업자 포함)로서, 동 기간 내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일반계

 수능 100

*기악과

수능 30   실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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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세명대

수시1차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원서접수일까지) 중 본인 및 부
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
어촌 지역(읍,면)에 거주하였고,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도서,벽지의 지역 중 동 지역 포함>

학생부 교과 100

정시(나)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원서접수일까지) 중 본인 및 부
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
어촌 지역(읍,면)에 거주하였고,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도서,벽지의 지역 중 동 지역 포함>

수능 60

학생부 교과 40

<한의예과 : 수능 80 

+ 학생부 교과 20, 수

리 "가"형 응시자의 경

우 취득점수의 10 가

산점 부여>

세종대 정시(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ㆍ면(광역시ㆍ도, 도ㆍ농 통
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
교(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
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모가 이혼한 경우 고교 재학기간 중 호적상 친권자의 
거주지가 읍ㆍ면지역이어야 함(부의 친권을 포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모의 거주 지역을 반영
함)
 ․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농ㆍ어
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또는 고교 재학기간 중 읍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ㆍ어촌지역으로 간주
함
 ․ 신활력(낙후) 지역 중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만 농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학생부 13.4

수능 86.6

수원대

수시1차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소재의 특목고출신자 및 검정고시출신자는 제외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정시(나)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소재의 특목고출신자 및 검정고시출신자는 제외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다음의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을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학생부 30

수능 70

숙  명
여자대

수시1차

2010년 2월 이후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
소재고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하고, 고교 전과정동안 부모학
생이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졸업예정자는 고교 졸
업할 때까지 농어촌 거주)

수능 2개 영역 평균 3등
급 이내

학생부 100

순천향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
는 자
1)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동 기간 내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체육고 제외)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또는 
실종의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적용하지 않음(단, 의예
과는 수능 언수외탐 등
급 합 6 이내, 간호학과
는 수능 언수외탐 중 우
수 3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

학생부 70

서류 30

숭실대 정시(가)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수능 50

서류종합평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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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신경대
수시

1,2,3차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그의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 부여

학생부 100

신라대

수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가)행정구역상 읍·면, 시(구)지역내 도·농 복합지역 및 개발

제한구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상 과목등급

(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 

나)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읍·면 지역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상과목등급(석차백

분율)을산출할 수 있는자

*공통사항

1)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으로 본다.

2) 부산 강서구, 기장군 소재 도.농 복합지역 고등학교, 양

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태백시 일원 포함

3)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

북 상주시, 문경시, 경기 포천시 등 기타 지역 포함

4)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국제고, 체육고 제외

5)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정시(다)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

가)행정구역상 읍·면, 시(구)지역내 도·농 복합지역 및 개발

제한구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상 과목등급

(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 

나)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읍·면 지역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상과목등급(석차백

분율)을산출할 수 있는자

*공통사항

1)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으로 본다.

2) 부산 강서구, 기장군 소재 도.농 복합지역 고등학교, 양

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태백시 일원 포함

3)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

북 상주시, 문경시, 경기 포천시 등 기타 지역 포함

4)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

술고, 국제고, 체육고 제외

5)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학생부 100

아  세  아
연합신학대

정시(나)

아래의 1, 2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ㆍ면(광역시, 도, 도ㆍ농 통

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ㆍ면 포함)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에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서 거주한 자(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외국

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

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모두가 도서벽지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해당지역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주간학과:수능응시자

신학과(야):고교졸업(예

정)자

-주간학과-

학생부 30

수능 30

면접 30

성경고사 10

인성검사(합격/불합격)

-신학과(야)-

학생부 30

면접 60

성경고사 10

인성검사(합격/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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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아주대 정시(다)

201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이며, 2012년 2월 고교졸

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 입학일 ~ 졸업일

 2)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고(6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적용기준

1)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2)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중․고 6년 전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이주 당시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

경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3)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

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다. 지원 불가자

1)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3) 거주 대상 기간 중 부․모․본인(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

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에 1

일이라도 거주지를 옮긴 기록이 있는 경우

4) 검정고시 합격자

5) 농어촌지역 특성화고교 출신자(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

형에만 지원 가능)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마. 의학부는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

*전체

수능90   서류평가10

*의학부

-1단계  수능100

-2단계

1단계80   심층면접20

안양대
수시

정시(나)

※201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서 지방

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읍․면 소

재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구역은 고교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

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

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연세대
(원주)

정시(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2)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

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

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 자

*인문/사회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탐구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자연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1등

급 3개 이상

학생부 50

수능 50

영남대 수시

○ 농어촌 도서지역발전전형

  -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①항, ②항)을 갖춘 자

로서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대학이 정한 도서지역발

전 대상지역 중 우리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군에 거주하고, 

우리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산출방식에 의한 전학년 석차백

분율이 상위 30 이내인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학생부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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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영남대 수시

○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①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3년과정 이수자 :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대학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부터의 부·모는 제외)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농·어촌지역 12년 전과정 이수자 :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
정된 지역소재 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로 인정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
격자는 제외됨

일반학생전형기준 당해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보다 1등급~2등급 하향 
적용

학생부 70

면접 30

영  남
신학대

수시
정시(가)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
정자로서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ㆍ면소재 특
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 또는 
조기 졸업자 제외
* 농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ㆍ광역시ㆍ도ㆍ도농통합
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ㆍ면 소재고등학교
- 졸업 또는 재학중 읍ㆍ면지역이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 동 지역을 읍ㆍ면지역으로 보아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단, 도서벽지나 “시”에 읍ㆍ면지역은 인
정)

학생부 : 50

서류 및 면접 : 50

영동대
수시1차
정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
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제외)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경우(단,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지역 및 고등학교 
재학중 면,리,동으로 개편된 경우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
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면접 100

영산대
(경남)

수시
1,2차

1. (간호/물리/치위생 제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가.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과정 졸업(예정)자
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모(사망, 이
혼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검정고시출
신자는 제외)
2. (간호/물리/치위생)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가.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과정 졸업(예정)자
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모(사망, 이
혼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검정고시출
신자는 제외)

1. 없음
2. 있음(언어,외국어(영
어),수리,탐구영역중 2개
영역이 4등급이내)

학생부 100

영산대
(부산)

수시
1,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가.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과정 졸업(예정)자
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모(사망, 이
혼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검정고시출
신자는 제외)

학생부 100

영  산
선학대

정시(다)

․농어촌(읍면)지역소재 고등학교(단,특수목적
고인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에서 고
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부
모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40

면  접 60

예수대 수시2차

①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로 3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 어
촌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단, 사망, 이혼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관련서류제출) 
 ③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등)출신자 및 검정고시 자는 제외한다.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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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예수대 정시(다)

①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로 3년 
동안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②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 어
촌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단, 사망, 이혼 기타의 사유에 해당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관련서류제출) 
 ③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 등)출신자 및 검정고시 자는 제외한다.

학생부 40

수능 60

예  원
예술대

수시1차

ㆍ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제외)가 농
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한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거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ㆍ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재학 중 읍ㆍ면 지역이 시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으로 봄
ㆍ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농어촌 소
재 이어야함(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가능)
ㆍ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ㆍ면 소재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
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는 제외함
ㆍ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
지도 농·어촌지역의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
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ㆍ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출신자와 검정
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미술ㆍ디자인, 만화ㆍ

게임영상, 스포츠복지, 

문화재ㆍ관광

 학생부, 입상실적, 자 

 격증 중 택1 70

  면접 30

*공연ㆍ음악

 학생부 30

 면접 10   실기 60

용인대 정시(나)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광산(태백시)지역에 소
재하는 고등학교에서 3개 학년(6개 학기)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함)가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특목고 중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체육ㆍ국제 계열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
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ㆍ면 지역으로 인정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ㆍ
면, 광산(태백시)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이 경우 동일 
읍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

。정시모집(일반학생)

과 동일

우석대

수시1차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한의예과 : 언,수리가형,

외국어 영역의 합이6등

급이내자

한약학과 : 언,수리가형,

외국어 영역의 합이9등

급이내자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 언,수,외 중 한개가 5

등급 이내자.

수학교육과 :수리가형이 

4등급 이내자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나)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거주자

수시(정원외) 이월시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언,수,외 중 한개가 5등

급이내자

한의예과 : 언,수리가형,

외국어 영역의 합이6등

급이내자

학생부 80

면접 20

우송대 수시1차

1. 농·어촌 소재(읍,면) 고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

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사망, 이

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농어촌 지역에 거

주하는(한)자.

※부·모·학생의 거주지가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특수목적

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의 전 교육

과정(12년)을 이수한 자. (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

용하지 않음)

학생부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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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울산대

수시

ㅇ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ㅇ읍면동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지역으로 본교가 인정하는 
자(양산시 소재 고교) 포함
ㅇ신활력지역(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
시) 소재 고교 포함
ㅇ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졸업 이후나 고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지원자에 한해 언어, 수
리, 외국어, 과탐(2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적용. 
기타 모집단위에서는 해
당 없음.

*기계공학부, 전기공학

부에 한해 단계별전형 

실시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상기 제외 모집단위

에서는 일괄합산으로 

학생부 70+면접구술고

사 30로 선발. 

정시(나)

ㅇ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한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ㅇ읍면동지역 중 도농 복합형태지역으로 본교가 인정하는 
자(양산시 소재 고교) 포함
ㅇ신활력지역(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
시) 소재 고교 포함
ㅇ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졸업 이후나 고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지원자에 한해 언어, 수
리, 외국어, 과탐(2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적용. 
기타 모집단위에서는 해
당 없음.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원광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1)항 
또는 2)항 해당자
 1) 본교 인정「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본인이「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농·어촌지역」소
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1단계 : 학교생활기록

부, 자기소개서

2단계 : 1단계+면접

수시2차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1)항 
또는 2)항 해당자
 1) 본교 인정「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본인이「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농·어촌지역」소
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추후 공지
학교생활기록부 80

면접 20

정시(가)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서 2012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아래 1)항 또는 2)항 해당자
 1) 본교 인정「농·어촌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본인이「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농·어촌지역」소
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추후 공지 일반전형과 동일

위덕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
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
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자는 제외함)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교재학 중 동지
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입학사정관전형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50

면접구술 50 

*일반선발

학생부100 

을지대
(성남)

수시1차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어
촌(읍․면)지역에서 거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읍․
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다
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는 제외)

학생부 50

적성검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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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1)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 2개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3) 행정구역(읍․면)의 적용-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
정구역으로 적용함.(특성화고,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
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이수자 제외)

을지대
(성남)

정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가 농․어촌
(읍․면)지역에서 거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읍․면소
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다하는 과
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1)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 2개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3) 행정구역(읍․면)의 적용-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
정구역으로 적용함.(특성화고,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
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이수자 제외)

수능 - 수리, 탐구(과/
사), 언어, 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
(단, 탐구영역의 과목은 
상위 2과목의 평균적용)

수능 100

을지대
(대전)

수시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본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부모는 제외)
가 농,어촌(읍,면)지역에서 거주하였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
은자(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1)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
는 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2개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3)행정구역(읍,면)의 적용-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함.
(특성화, 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계과정 이수자제외)

* 의예과 : 언어, 수리, 
탐구(과/사), 외국어 영
역 등급합산 7이내
* 간호학과 : 수능수리,
탐구(과/사),언어,외국어
영역 2개 영역이상 4등
급
*임상병리학과: 수능수
리,탐구(과/사),언어,외국
어영역 2개 영역이상 4
등급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나) 수시와 동일 수시와 동일

정시 일반전형과 동일

단,수능반영영역에서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반영함.

이  화
여자대

정시(가)

1.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 및 지
원자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고등학교 3
년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 전(全) 교육과
정을 모두 이수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
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함.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부, 무용과,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체육과학부는 해당 반영영역에만 응시한 자도 
지원 가능함.

*인문계열전모집단위,의

류학과: 언어,수리'가/나

',외국어,사탐/과탐 중 2

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언어,수리'가',외국어,과

탐 중 1개 영역이상 2등

급 이내면서, 1개 영역이

상 3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언어,수리'

가',외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과학교육과: 언어,수리'

가/나',외국어,과탐 중 2

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

과,보건관리학과: 언어,

수리'가/나',외국어,사탐/

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

등급 이내면서,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예체능계열(의류학과제

외): 언어,수리'가/나',외

국어,사탐/과탐 중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인문,자연계열전모집

단위,의류학과

 학생부30  수능40

 서류15    면접15

*예체능계열(의류학과

제외)

수능 40

서류 10   실기 50



1394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인제대

수시1차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 관계 없음)

1. 의예과, 간호학과 : 
본교에서 정한 모집 단
위별 기준 적용
2. 그 외 모집단위 : 없
음

-1단계

 학생부 70 

 서류심사 3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정시(가)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여부 관계 없음)

* 의예과

수능 86

학생부11  면접 3

*간호학과, 법학과, 정

치외교학과, 나노공학

부, 의용공학과, 임상

병리학과, 디자인학부

수능 86

학생부 11  면접 3

*. 사회체육학과

수능 40

학생부 10  실기 50

* 그 외 모집단위

수능 86  학생부 14

인    천
가톨릭대

정시(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전학 등으로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     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
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
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지역
으로 인정함
- 특수 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가톨릭 사제직 희망자는 위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일반
학생전형 《나》항에 해당하는자

학생부 50

수능 30

교리고사 20

정시(나)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전학 등으로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
등학교이어야 한다)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
역에서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 지역
으로 인정함.
- 특수 목적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학생부 60

실기고사 40

인하대

수시1차 농어촌학생[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학생부 50

논술 50

정시(나) 농어촌학생[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수능 70

학생부 30

장로회
신학대

정시(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부모는 제외)가 읍, 면에
서 거주한 자.
※제외대상자
   1)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검정고시 합격자.

수능 20

실시 80

정시(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부모는 제외)가 읍, 면에
서 거주한 자.
※제외대상자
   1)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2) 검정고시 합격자.

수능3개
영역이상 4등급이내

수능 60

학생부교과 40

전주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육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제외)와 우리
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일
부터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이수하고 있거나,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한 자
2)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

-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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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주대 정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육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제외)와 우리

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일

부터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이수하고 있거나,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

역에 거주한 자

2)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

학생부 100

조선대 수시1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우리대학 지정지역 소재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검

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2.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우

리대학 지정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① 우리대학 지정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 소재 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에 의하여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중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

시, 정읍시

 ②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 함은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를 말함. 다만, 고교졸업예정자의 재학기간은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로 함

 ③ 특이자의 지역 적용 범위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우리대학 지정 지역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

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해당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
과 산출 평균 등급이 
7.0 이내

학생부 100

중부대

수시1차

읍면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신활력지역중 태백시,삼척시,제천시,공주시,정읍시,남원시,김

제시,나주시,안동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 인정

학생부 100

정시(다)

읍면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신활력지역중 태백시,삼척시,제천시,공주시,정읍시,남원시,김

제시,나주시,안동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 인정

학생부 50

수능 50

중앙대
(안성)

정시(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 6개월 

전부터 전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

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3배수내외)

 서류평가 100

-2단계 : 서류 및 면 

 접 종합평가 100

중앙대
(서울)

정시(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학 6개월 

전부터 전 재학 기간 동안 본인,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

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일정배수-차후

공지) : 서류평가 100

-2단계 : 서류 및 면

접 종합평가 100

중원대 수시1차

2007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자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

가 농어촌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 농어촌 확대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 면지역)

에 함께 거주한 자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포함)

미정
학생부 50

면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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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중원대 정시(가)

2007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

는 자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

가 농어촌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 농어촌 확대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 면지역)

에 함께 거주한 자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포함)

미정
수능 60

면접 40

차의과학대 수시

2012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모두가 농

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

에 거주하면서 중·고 6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

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고 

고교출신자는 지원불가

o 건강과학대학
수능 외국어(영어), 수리
(가/나형 선택)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
o 의생명과학대학
수능 수리(가형) 2등급 
이내

학생부 60

면접구술 20

서류 20

청운대

수시1차

1.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

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

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3.특수목적고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해당없음(단, 간호학과는 
수능성적의 외국어(영어) 
영역이 백분위 60이상)

학생부 100

정시(가)

1.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

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

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3.특수목적고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학생부 100

청주대
수시1차
정시(나)

1. 농어촌지역 소재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

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

원자 본인만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학생부(교과) 100

초당대
수시1차
정시(다)

가. 우리대학 지정지역 소재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검

정고시 출신자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우리대학 지정지역에 거주한 자

1) 우리대학 지정지역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지역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에 의하여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중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

시, 정읍시

2)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라 함은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를 

말함.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의 재학기간은 입학일로 부터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로 함

다. 특이자의 지역 적용 범위

1)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우리대학 지정 지역 소재 고등학교이여야 함

2)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 개편된 경우에도 해당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군사학과

 학생부 70

 면접 30

*그 외학과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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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총신대 정시(가)

농어촌지역(읍,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해당사유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

에 거주하는 자

-읍, 면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

고, 체육고는 제외

-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

편이 된 경우에도 읍, 면으로 인정

-신학과: 본 대학교가 소속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의 산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세례교인인 자(입교자 포함)

*인문사회, 사범계열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예능계열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

추  계
예술대

정시(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촌지역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

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국악전공,성악전공

 실기 90

 수능 5

 학생부 5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촌지역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

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음악학부(피아노,관현

악, 작곡)

실기 90  수능 5

학생부 5

*문학부

실기 60

수능 20   학생부 20

정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농어촌지역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미술학부 (동양화, 서

양화, 판화)

실기 50

수능 20  학생부 30 

*영상시나리오

수능 30 

학생부 30  실기 40

*영상비즈니스

수능 50  학생부 50

침  례
신학대

수시

1.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본 교단 및 복음적인 개신교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

는자.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는 침(세)례 받은자. 

2.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더라

도 가능하다.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의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

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4. 1996년 3월 1일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의 읍·면 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을 본 대학은 농어촌으로 인정하여 지원자

격을 부여한다.

*인문사회

 학생부 70

 면접 30

*예능

 실기 70

 면접 30

칼빈대 수시

1)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관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합니다.)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2)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으로서 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②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이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3) 행정구역의 적용 

①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②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

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일지역은 읍·면으로 봅니다.

단,검정고시 출신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40

면접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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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탐라대 정시(다)

- 농어촌(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개편된 지역,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 포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
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등은 제외)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 자
-본인이 부모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 전교
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학생부 60

수능 40

평택대 수시1차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의 12월31일까지) 중 본
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학생부 100

한  국
국제대

수시1차
정시(나)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본인 및 부
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아래 학과를 제외한 

학과 : 학생부 100

*유아교육과, 초등특수

교육과, 특수체육교육

과, 유아특수교육과,사

회복지학과,호텔관광학

과,병원관리학과,식품

과학과,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간호학과

-학생부 90, 면접10

한    국
기술교대

수시1차

농어촌지역(확대적용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 예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1단계(4배수)

 학생부 40

 비교과영역 60

- 2단계

 1단계 40

 심층면접 60

한국산업
기 술 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초,중,고 
12년 전과정을 농어촌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여부와 무관) 최종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80

학생부 20

한  국
성서대

수시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은 물론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 제외
※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에서 동
으로 변경된 경우 인정
※ 기타 특이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학생부 70

면접 30

한    국
외국어대
(용인)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에서 거주한 자

*인문계열
언어, 수리(가/나), 외국
어, 탐구(사회/과학), 제2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
역이상 3등급 이내(사탐/
과탐은 상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상이어야 
1개 영역으로 인정) 
*자연계열
언어, 수리(가/나), 외국
어, 과학탐구, 제2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3
등급 이내(과탐은 상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
상이어야 1개 영역으로 
인정) 
*수학과는 반드시 수리 '
가'형에 응시하여야 함

수능 100

한    국
외국어대
(서울)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
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ㆍ면)에서 
거주한 자

언어, 수리(가/나), 외국
어, 탐구(사회/과학), 제2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
역 이상 2등급 이내(사
탐/과탐은 상위 2개 과
목 이상 2등급 이상이어
야 1개 영역으로 인정)

수능 100

한  국
항공대

정시(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수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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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남대 수시1차

ㆍ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3조에 의한 읍면지역 포함)에 소
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 지원자와 부
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졸업자는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서 3년간 거주한 자】 
ㆍ학생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는 부모 동반거주 의무 없음
【졸업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읍면)에서 6년간 거주한 자】

학생부 100

한동대 수시2차

1. 일반학생
  o 2008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o 농어촌, 광산촌지역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o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광산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도서 벽지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도
서·벽지도 농어촌지역 으로 인정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도 농어
촌 지역으로 인정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
으로 인정
2. 지역균형발전
  o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o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대학교가 정한 도서지역 
발전대상지역 중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군에 거주하고
  o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인원 : 관학협약체결 기초지방자치단체별 5명 이내
  * 고등학교 별 추천 인원 : 5명 이내
  * 관학 협약 체결 지역 : 울릉군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
국어영역 중 한 영역이 
3등급 이내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구술고사 50

한라대

수시1차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역은 농어
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
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경(개
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학생부 65.5

면접 34.5

수시2차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역은 농어
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
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경(개
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학생부 65.5

면접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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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라대
정시(가)
정시(다)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
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시(市)"에 읍·면지역은 농어
촌 지역으로 인정하며, 동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
지 아니합니다. 단,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
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합니다.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
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4) 출신고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경(개
편)된 경우,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5)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1기 및 제2기 신활력지역(낙후지
역)에 속한 11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1기: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
 -. 2기: 삼척시/제천시/정읍시/안동시/영천시
 그밖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학생부 65.5

면접 34.5

한려대 수시1차

1. 농·어촌 소재(읍·면)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 또는 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한)자 또는 학생 본인이 중·고교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
어촌 지역 중·고교에서 이수(예정)한 자.
2.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및 행정구역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과 광역시, 도, 도농통합
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 소재지.
 -2개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재학당시 행정구역이 읍, 면이었으나 졸업 이후 시(市)등
으로의 개편에서 동으로 바뀐 경우도 읍, 면으로 인정한다.

학생부 100

한림대

수시1차

2007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가,
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
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중.고교 전교
육과정을 위 해당지역에서 이수한 경우 본인만 농어촌지역
에 거주하면 됨)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태백시에 해당하는 지
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
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당지역:태백시)

없음
단,  의예과 : 수능 수리
(가), 외국어(영어), 과학
탐구(2과목)모두 2등급 
이내
· 간호학부 : 수능 4개영
역 중 3개영역 3등급 이
내(탐구 최고 2과목 평
균, 직탐제외)

입학사정관전형

* 단계별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수시1차

2007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가,
나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
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
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중.고교 전교
육과정을 위 해당지역에서 이수한 경우 본인만 농어촌지역
에 거주하면 됨)
나.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태백시에 해당하는 지
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
는 부모는 예외적용)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당지역:태백시)

*국제학부전형

 서류 40

 면접 60

한북대 수시1차

■ 자격기준
- 농어촌(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
어촌(읍 · 면)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읍 · 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됨.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 고교입학당시, 고교재학중 혹은 고교졸업 이후에 농어촌 소
재 고등학교가 읍 ·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수학자는 두 학교 모두 농·어촌 소재해
야함 (단, 동일 읍 · 면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인문대학, 사회과학대

학,이공대학,보건대학

  학생부 100

*체육과학대학,예술대학

 학생부 50

 실기고사 50



- 6. 농․어촌학생(정원외) <사립대> -   1401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서대 수시1차

1.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0년, 2009년, 2008년 졸
업자로 농․어촌(확대 적용지역 포함)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
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 모 모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농어촌 확대 적용지역(미정)
3.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 
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나.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
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합니다.(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
능)
 다.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일 지역을 읍․ 면 지역으로 봅니다.
 라.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마.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농․어촌 거주 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며, 기 졸업자의 경
우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3학년 해당 년도의 12월 31일 까
지의 기간을 적용 합니다.

학생부 100

*항공관광학과

 학생부 31.82

 면접 68.18

한성대

수시1차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201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예정)한 자 중 다음의 1), 
2)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단,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필요 없음)
* 읍.면지역 : 고교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동이 읍면으로 
행정 개편된 지역 포함
* 농어촌 지역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는 제외함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입
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2)중.고 6년 교육과정을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
졸업(예정)하고, 재학 중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
역에서 거주한 자(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수능성적 언어,수리,외국
어,탐구 중 2개영역 합이 
8등급(탐구는 2과목 평
균등급 기준)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
부 최저학력기준 없음

*일반학과(부)

 학생부 100

*미디어디자인컨텐츠

학부

 학생부 40

 실기 60

*수시 미충원시 일반

학과(인문대-의생활포

함/사회과학대/공대)는 

정시가군, 미디어디자

인컨텐츠학부는 정시

다군으로 이월됨

정시(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201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예정)한 자 중 다음의 1), 
2)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단,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의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필요 없음)
* 읍.면지역 : 고교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동이 읍면으로 
행정 개편된 지역 포함
* 농어촌 지역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
육고는 제외함
1)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입
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2)중.고 6년 교육과정을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
졸업(예정)하고, 재학 중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
역에서 거주한 자(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회화과

 학생부20  수능 20 

 실기고사 60 

*일반학과(인문대-의

생활포함/사회과학대/

공과대)

 학생부 10

 수능 90

 --> 일반학과는 수시

미충원 이월시 모집함

한세대 수시

2006 ~ 2011년 국내 정규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정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2. 부모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지역에서 중·고교 6
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이 아니어도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
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해당 모집단위 모두

(아래 모집단위 제외)

-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 영어통번역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면접 60

*공연영상학, 음악학부

학생부 10  

면접 10    실기 80



140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세대 정시(가)

2006 ~ 2011년 국내 정규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정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2. 부모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지역에서 중·고교 6
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이 아니어도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
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학생부 20

수능 10

실기 70

한신대
수시1차
정시(가)

1.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 재
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 개편된 지역포함) 및 2007
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태백시,삼척시,제천시,
공주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안동시,영천시,상주시,문
경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중고등학교 6년 전 과정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졸업한 
자(부모의 거주지 제한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음)

학생부100

한양대
(ERICA)

수시2차

아래 가, 나 항목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대학이 정한 수능최
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계열별로 지정된 수능영역을 응시한 자
가. 고등학교만을 농․ 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 ․ 면지역) 
또는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 벽지 지역
에서2008학년도 2월 이후 졸업(예정)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
부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 ․ 어촌지역 또는 도서 ․ 벽지교
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 벽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
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
어촌 또는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 대학교가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나. 초 ․ 중 ․ 고등학교 모두를 농 ․ 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 ․ 면지역) 또는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
서 ․ 벽지 지역에서 2008년도 2월 이후 졸업(예정)한 경우
․ 초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 ․ 어촌 또는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 벽지 지역의 초 ․
중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08년 2
월 이후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
등학교 재학기간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 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있음
학생부 100 (교과 50 

+ 비교과 50)

한양대
(서울)

수시2차

아래 가, 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대학
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계열별로 지정된 수
능영역(탐구영역의 경우 반영과목수 이상)을 응시한 자
가. 고등학교만을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에서 
2009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인 경우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어촌지역 또
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09년 2월 이
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또
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지역
에서 거주한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나. 초, 중, 고등학교 모두를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
역)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에
서 2009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인 경우
■ 초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
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09년 2
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까지 농어
촌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
역에서 거주한 자

* 인문/상경계 :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 자연계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드시 포
함)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 비교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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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양대
(서울)

정시(나)

아래 가, 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대학
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계열별로 지정된 수
능영역(탐구영역의 경우 반영과목수 이상)을 응시한 자
가. 고등학교만을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에서 
2009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인 경우
■ 고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어촌지역 또
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09년 2월 이
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또
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지역
에서 거주한 자(단, 사망, 이혼, 기타 본 대학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나. 초, 중, 고등학교 모두를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의 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에서 2009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
정인 경우
■ 초등학교 입학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
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역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2009년 2
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까지 농어
촌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지
역에서 거주한 자

수능 100

한  영
신학대

수시

1.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 해당부모 제외)모두가 농.어촌지
역에 거주한자.
2.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4
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
정인자와 이와 동등이상
의 자격이 인정된자.

학생부 50

면접 50

한  일
장신대

수시1차
정시(다)

농어촌지역 읍․면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부모(생
존시)모두가 해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 특목고(외국어고, 과학
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신학부

학생부80   면접20

*사회복지학부,인문사

회과학부,예술학부 미

술치료학

  학생부 100

*․예술학부 음악․교회음

악학

 학생부40

 면접10    실기50

한중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지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
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당시로 함 
  - 2개 이상의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고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지역이 아닐 경우도 가
능함)
  - 광산지역인 태백시 소재 고교는 읍․면으로 간주
 ※ 특이자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일반전형과 동일

협성대 수시1차

 1.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국내정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기준에 부합하
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농 · 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 · 중 ·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
의 12월 31일 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 · 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의 농 · 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 · 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 · 고등학교 6년간 농 · 어촌 소재 고교 졸업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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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협성대
정시(가)
정시(다)

․ 1. 고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국내정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기준에 부합하
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농 · 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 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 · 중 ·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
의 12월 31일 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 · 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의 농 · 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 · 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 · 고등학교 6년간 농 · 어촌 소재 고교 졸업자

학생부 100

호남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까
지)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1) 읍면 소재지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
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한다.
2)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3)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해당없음.(단,간호학과,물
리치료학과,유아교육학과 
제외)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영역 4등급 이내 및 
               언어 / 
수리영역중 1개 영역 이
상 5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 수능 외
국어 영역 4등급 이내
유아교육학과 : 수능 언
어,수리,외국어영역중
                      
1개영역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호  남
신학대

정시(나)

ㆍ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ㆍ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
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ㆍ신학과 지원자는 세례를 받은 자

학생부 50

면접 50

호서대

수시
1,2차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로서 출
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
니라도 가능하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
대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으로 지원가능함.

없음

학생부 50

자기추천서 30

교사추천서 20

정시(가)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로서 출
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
니라도 가능하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대
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으로 지원가능함.

학생부 40

수능 60

호원대 수시1차

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
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가 농어촌읍면지역에서 거주한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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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홍익대
(서울)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3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6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동안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
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합니다.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예술학과 포함) 

/ 자연

 학생부 100

*예능(예술학과 제외)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10  실기 90

정시(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3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6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동안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
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합니다.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 예능(예술학과 제외)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40   실기 60

* 예술학과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95   실기 5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3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6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동안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
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합니다.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 인문/자연

 수능 100

홍익대
(조치원)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3년과정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동안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6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동안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
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합니다.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 

 학생부 100

*예능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10  실기90



1406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홍익대
(조치원)

정시(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3년과정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동안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6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동안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
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합니다.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예능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40  실기 60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3년과정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3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동안 본
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6년과정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6년)동안 본인이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한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 ·농 통합시
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
학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 지역 소재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합니다.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 

-수능 100



- 6. 농․어촌학생(정원외) <교육대> -   1407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인교육대 정시(나)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입학 전일(3월 1일)
부터 재학 전 기간 동안 수험생과 부모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단, 태백시 소재 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여긍로 인정함
- 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
만 기준으로 함

언어, 수리, 외국어, 탐
구 4개 영역 등급의 합
이 13 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6.67
수능 83.33
면접 10

공주교육대 수시2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 
지역 포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8년 
2월~2011년 2월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2)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생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
촌 지역(광산 지역 포함)에 거주한 자(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다른 기준에 의함.)
  ※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 언어, 수리, 외국
어, 탐구 영역의 등급 합이 12등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내
3) 제외 대상자 
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
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4) 농․어촌 학생 세부기준
가)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광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
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를 말함.
(2)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지역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닌 경우도 가능)
(3) 광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 강원도 태백시 소재 고등학교
  ※ 신활력지역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
으로 우리 대학교 농․어촌 학생 전형 기준과 무관함.
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상기의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광산 지역 소재 고등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말함.
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
촌 지역(광산 지역 포함)에서 거주한 자
(1) 거주 대상자 : 부모 및 학생
  ※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부모, 학생 모두 계
속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했어야 함.
(2) 사망, 이혼 및 기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부모 적용 기준
 ((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부모 적용 기준”
  ㅇ 부모 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
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부모 모두 사망 - 친권자 및 양육자를 기준)
  ㅇ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법률
상의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하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 실제로 동거하여 교육을 시키
는 부모를 기준
  ㅇ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도 법률상의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
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
를 경우 사실상 실제로 동거하여 교육을 시키는 부모를 기준
  ㅇ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장기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금치산
선고․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친권행사금지가처분, 친
권상실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
  (나)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년자인 학생이나 미성년자인 
학생 중 혼인한 자의 경우에도 상기 “미성년자인 학생의 부
모 적용 기준”에 따라 성년이 되기 직전 또는 혼인하기 직
전의 부모를 기준으로 함.
(3) 거주지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나) 행정구역 개편 지역(읍․면 → 동)
  (다) 강원도 태백시의 광산 지역
  (라)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
일한 읍․면이 아닌 경우도 가능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등
급 합이 12등급(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내

학생부 90.2
면접구술 9.8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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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마) 거주 기간 : 읍․면(광산 지역 포함) 소재 고등학교 재
학 기간
라)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1)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가)  재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적용
  (나) 재학 당시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읍․면 지역으로 적용
  (다) 농․어촌 지역과 같이 열악한 강원도 태백시의 광산 
지역 고등학교도 읍․면 지역으로 적용

광주교육대 수시 농어촌학생(정원외) 기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의 합
이 13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교과 70
 학생부비교과 30
-2단계
 1단계 50
 심층면접 50

대구교육대 정시(나)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
역 거주해야 함.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출신 학교장으로부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 및 거
주확인”을 받아야 함.
 ▶고교재학 중 또는 고교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
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농?어촌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 
  예 술고,체육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단 하루라도 실제 및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함.  
 ▶입학이 허가된 자라 할지라도 추후 확인 및 조회하여 지 
   원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언어영역 등급, 
수리영역 등급, 외국어
(영어)영역 등급,탐구영
역 3과목 등급의 합산 
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수능 40
학생부 50
(교과 40, 비교과10)
면접구술 10

부산교육대 정시(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
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재학 중이나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
년)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
제)도 지원 가능함.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서울교육대 정시(나)

가.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
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졸업예정자 포함)
한 자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나. 고등학교를 수학하는 동안 부모가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
는 부모는 부 또는 모   만 기준으로 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
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
능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
하되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
으로 인정함
 ※ 강원도 태백시 지역의 고등학교(황지고, 장성여고, 철암
고, 태백기계공고, 황지여자상업고)는 읍·면 지역 고등학교
로 인정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및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적용 일반전형과 동일

전주교육대 정시(나)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
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입
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
는 부모 제외)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해당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한다.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
라도 가능하다.
˚특수목적고, 신활력지역(낙후지역),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
외한다.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  능 60
면  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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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진주교육대 정시(가)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가 모두(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제외)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
의 지위가 바뀐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함
  ※ 제외 대상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3단계 서류검증
-4단계 종합평가

청주교육대 정시(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고등학교 재학중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및 광산지역 포
함)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
업예정자 포함)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다만, 부모가 사망,이혼,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수능 4개영역 합산 평
균 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일반전형과 동일

춘천교육대 수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태백시와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포함) 소
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서 고교 재학기간 중(입학부터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
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수능 4개영역(언어,수리,
외국어,탐구)의 등급합산
이 12등급 이내(탐구영
역은 상위 2과목의 평균
등급)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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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  릉
원주대

수시

2011년 2월 이후(포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모
집단위별 해당 동일계 출신자
※상업계열의 컴퓨터ㆍ정보통신 관련학과는 전자공학과, 산
업정보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
기술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도 지원가능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
이 20등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
이 15등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
이 20등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예체능
계열, 원주캠퍼스(문화
대학,과학기술대학): 제
한없음 (단,수능은 응시
하여야 함)

학생부 100

정시(다)

전문(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모집단위별 해당  동일계열 출신자
 ※ 상업계열의 컴퓨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학과
   -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
   -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수능 응시
학생부 30

수능 70

강원대
(춘천)

수시2차

- 2009.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3년간 
특성화고교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를 54단위 이상 이수하고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특성화고교 인정범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수능 직업탐구 영역 
상위 2과목의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정시(가)
-수시 미충원시 이월모집(이월인원 없을경우 모집하지 않음)
-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수능 직업탐구 영역과 계열별 수능
성적 반영영역의 수능시험 응시자

학생부 16.67

수능 83.33

강원대
(삼척)

수시
-특성화고등학교(종합고·일반이고 및 기타 고교 등에 설치
된 전문계학과 포함)졸업(예정)자로 모집단위별 해당 동일
계열 출신자

 - 전체모집단위(식품영
양학과,간호학과,물리치
료학과,치위생학과,방사
선학과,안경광학과,응급
구조학과,작업치료학과,
제외) : 미적용(단, 수능
은 응시하여야 함)
 - 식품영양학과,간호학
과,물리치료학과,치위생
학과 : 수리 또는 외국
어 5등급 이내
 - 방사선학과, 안경광
학과 : 수리 5등급 이내
 - 응급구조학과, 작업
치료학과 : 외국어 5등
급 이내

학생부 100

경남과학
기 술 대

수시
정시(다)

모집학과(학부)와 동일한 계열의 출신학과 [별표2] 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교
(특성화고교)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
-일반고, 종합고, 기타고․․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졸업(예정)
자도 지원 가능

학생부 100

경북대
(대구,상주)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이면
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특성화고교출신
자전형 모집학과(부)가 지정하는 계열과 출신학과 계열(교
육감이 지정.고시한 계열기준)이 같은 자

미정
학생부 교과 50

비교과 50

경상대 수시

2011년 2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일반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동일계열 출신자 또는 모집단위의 반영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 50(교과 30,   

 비 교과 20)

-2단계

 학생부 50

 면접구술고사 50

공주대 수시2차
특성화 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동
일계열학과 지원자(일반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특
성화 학과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학생부 54

서류평가 36

면접 10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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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군산대
수시2차
정시(가)

모집단위별로 인정하는 특성화고교의 동일계열 학과 출신자
  ※ 지원자격의 관련학과는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에 표기된 계열(학과) 및 이수교과목으로 판단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해당계열(관련학과) 출신자에 한함

학생부 100

금  오
공과대

수시1차

1. 특성화고교(종합고의 전문계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출신고교의 계열이 모집학부(과)가 지정하는 계열과 동
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
차등급이 4.5등급 이내
인자

-1단계 : 200

 학생부 100(교과 70, 

 서류평가 30)

-2단계 : 100

 1단계 60

 심층면접 40

정시(다)

1. 특성화고교(종합고의 전문계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출신고교의 계열이 모집학부(과)가 지정하는 계열과 동
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
차등급이 4.5등급 이내
인자

학생부 100

목포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 해당 동일
계열 출신자[일반고,종합고,기타 고교에 설치된 특성화 학
과 졸업(예정)자도 지원가능]
※종합고의 보통과는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에 해당되지 
않음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들어 본교 
해당 모집단위에서 판정함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 응시

학생부 100

(교과 90,출석 10)

목  포
해양대

수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동일 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수리(가/나)영역과 외국
어(영어)영역의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정시(가)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동일 계열 또는 학과의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최저학력기준 없음 수능 100

부경대 수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0조 제
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단, 평
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은 제외함) 졸
업(예정)자로서 동일계 지원구분에 해당하는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심층면접 30

부산대

수시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학력인정학교 제외)
  - 우리 대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
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스포츠과학부

-1단계: 실기고사 대상

자 선발(일정 배수)

학생부

(교과,비교과) 100

-2단계(최종): 모든 전

형요소별 성적을 합산

(교과600점 비교과100

점 실기고사300점)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

으로 선발

한국음악학과,조형학과

1단계 : 실기고사 대상

자 선발(모집인원의 일

정 배수)

학생부(교과)100

2단계(최종): 모든 전형

요소별 성적을 합산

(교과200점,실기고사

800점)하여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수시

 ○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집단위(예술문화영상학과 포함)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학력인정학교 제외)
  - 우리 대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
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1단계(일정배수)

학생부(교과)100

2단계 : 서류(학생부 비

교과영역,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 평가, 심층

면접(서류평가 결과 확

인이 필요한 경우)

3단계: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여 최종합격자와 

예비후보자 순위 확정

서울대 수시
농업계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 모집정원의 3이내로 정원외 선발 예정.
구체적 전형방안 미확정

구체적 전형방안 미확정
구체적 전형방안 미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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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시립대

정시(나)

2011년 2월 이후 특성화고교졸업(예정)자로서 일반전형 지
원자격을 갖추고 특성화고교에서 전학년을 이수한 자 중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한 동일계열 지원자
※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하며(4월 1일 이후 전입학자
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인문계열 :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사회/직업탐구(2
과목 이상)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ㅇ 자연계열 :
    언어, 수리 가형, 
외국어(영어), 과학/직업
탐구(2과목 이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서류(수능,학생부 포함) 

40

면접 60

수능최저조건

순천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
위와 관련한 계열 또는 학과 출신자

학생부 66.7

면접 33.3

안동대 수시
-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 지원 가능한 자 중
- 특성화 고교 출신자로 모집단위별 세부 자격기준은 모집
요강 참조

모집단위별 세부 자격기
준은 모집요강 참조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인천대

수시1차
o 2010년 2월 및 이후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출신 특성화 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정시(다)

o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
※출신 특성화 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수  능 80

학생부 20

전남대
(광주)

수시 -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관련학과 출신자

○ 모집단위별 수능 지
정영역중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
페이지 참조

*전 모집단위(미술학과 

제외)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

사 100(서류평가)

*미술학과(한국화,서양

화,조소,시각디자인전

공)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30

입학사정관 심사 20(서

류평가)

실기 50

전남대
(여수)

수시
-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관련학과 출신자

○ 모집단위별 수능 지
정영역중 지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
페이지 참조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관심사 100 

 (서류평가)

전북대

수시2차
특성화 고교 출신자(전문계교육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모집
단위와 동일계로 인정되어 출신고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

수능 반영 4개영역을 모
두 응시하되 이중 2개영
역이 모집단위별 지정등
급 이내(탐구영역은 반드
시 직탐을 응시해야됨)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나)
특성화 고교 출신자(전문계교육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모집
단위와 동일계로 인정되어 출신고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생부 50

수능 50

제주대 수시2차

특성화고등학교 2011년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본교 모집단위에서 정한 지원자
격에 해당한다고 출신 고등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일반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특성화 학과 출신자도 
인정함)

인문대학,법정대학,경상
대학: 탐구영역만 5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대학,해양
과학대학, 자연과학대
학, 공과대학 :
탐구영역만 6등급 이내

학생부 100

창원대 수시

 특성화고교(상업, 공업, 가사계, 농업계)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모집학과(부)가 지정하는 
계열과 출신학과 계열이 동일한 자 중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고사 100

충남대 수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모집단위와 출
신고교 학과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실업전문교과 70단위 이상 이수자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
급 합 16등급 이내

-1단계 (2배수 선발)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고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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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충남대 수시

[지역협력공업계고교장추천자]
- 특성화고출신자일반학생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자중에서 
본교와 협약 체결한 대전시내 공업계 고교 졸업예정자로 
고교 3개년 교과 성적평균이 4등급 이내인 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2배수 선발)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고사 20

충북대 수시2차

- 농업계
모집단위 : 농업생명환경대학 전 모집단위
2011년 2월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계열이 농업계열
에 해당한다고 출신고등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 공업계
모집단위 :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
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및 지역건설공학
과
2011년 2월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계열이 공업계열에 
해당한다고 출신고등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 상업계
모집단위 : 경영대학 전 모집단위
2011년 2월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계열이 상업계열에 
해당한다고 출신고등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위:가/나형, 자연
계 모집단위:가형), 외국
어(영어) 영역 중 2개 
5~6등급 이내(농업생명
환경대학은 탐구영역(2
과목평균) 포함)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60

 서류평가 40

*사범대

-1단계 60

 서류평가 30

 교직적성 10

충주대 수시2차 특성화고 출신자로 우리대학 동일계학과 지원자
없음 (단, 간호학과 물
리치료학과는 학생부반
영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한경대 정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농업·공업·상업·임업,정보·통신,수산·해운,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학생부 100

한  국
해양대

정시(나)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일
반고교(특수목적고 포함) 출신이 아닌 자}로서 해당 모집단
위에서 지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중 고등학교장이 추천하
는 자

수능 100

정시(다)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일
반고교(특수목적고 포함) 출신이 아닌 자}로서 해당 모집단
위에서 지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중 고등학교장이 추천하
는 자

-1단계

 수능 60

 학생부 비교과 및 서 

 류평가 40

-2단계

 1단계 60

 면접 40

정시(다)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일
반고교(특수목적고 포함) 출신이 아닌 자}로서 해당 모집단
위에서 지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중 고등학교장이 추천하
는 자

수능 25

학생부 40

실기 25

입상실적 10

한밭대 수시2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중 규정된 동일계 모집단위
에 지원하는 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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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야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출신자(종합고교 실업계 전공자 포함)로서 동일
계 지원자

학생부 90

면접 10

가    천
의과학대

정시(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성
화고교 졸업(예정)자 (단, 특성화 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
원불가)  

수능 100

가톨릭대 정시(가)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3개년 
동안 전문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해
당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1개영역 이상 4등급 이
내

수능 30

서류평가 70

강남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졸업(예정)자 중 본교의 동일계열로 
지원이 가능한 계열 출신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이 본교 모
집단위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역경을 
딛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자.

학생부(교과) 20

서류 20

면접 60 

정시(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졸업(예정)자 중 본교의 동일계열로 
지원이 가능한 계열 출신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이 본교 모
집단위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학생부 20

수능 80

건국대
(서울)

정시(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로서,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특성화 고
등학교 출신자
※ 특성화 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자격 없음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평가 100

건국대
(충주)

수시1차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후 졸
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
이라고 인정되는 본교 모집단위 관련 예술분야에 잠재역량
이 있는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100

 면접 90(프리젠테이

션, 집단토의,개별면접)

 서류 10 (학생부 비교

과, 자기소개서, 교사추

천서 등)

정시(다)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후 졸
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
이라고 인정되는 본교 모집단위 관련 예술분야에 잠재역량
이 있는 자

학생부 교과 50

수능 50

건동대

수시1차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동
일계열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한 자
 2. 일반고,종합고,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정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동
일계열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한 자
 2. 일반고,종합고,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학생부 50

수능성적 50

건양대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전
공을 이수한(예정)자
보건계열은(보건)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함

없음
단, 보건계열(간호학과)
은 수능성적 5개 영역 
중 최고 3개영역의 합산
등급이 12등급이내(탐구
영역은 최고 2과목 평
균)이어야 함

 학생부 100

(교과 80 + 비교과 20)

경기대
(수원)

수시1차

국내 정규 특성화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통산 3개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 할 수 있는 자로
서 본교의 지원 가능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특성화 고등학
교 ‘보통과’ 졸업(예정)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50

적성 50

수시1차

국내 정규 특성화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통산 3개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 할 수 있는 자로
서 본교의 지원 가능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특성화 고등학
교 ‘보통과’ 졸업(예정)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

학생부교과 50

서류평가 50(학생부비

교과+자기소개서+활동

보고서+디자인감상문)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개별면접1+개

별면접2+토론면접)

정시(다)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의 지원가능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 ‘보
통과’ 졸업(예정)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수능 10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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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기대
(서울)

수시1차

국내 정규 특성화고등학교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통산 3개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 할 수 있는 자로
서 본교의 지원 가능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특성화 고등학
교 ‘보통과’ 졸업(예정)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50

적성 50

정시(다)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의 지원가능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 ‘보
통과’ 졸업(예정)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수능 100

경남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와 종합고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에서 정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자

학생부 100

경동대 수시1차
특성화 고교와 종합 고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없음(단, 간호학과는 2
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의 국어, 영어, 수
학의 석차 평균 등급이 
3등급이내)

학생부 100

(단, 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는 학생부60, 

면접 40)

경    북
외국어대

정시(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본교 지원 모집 단위와 
동일계열고등학교졸업(예정) 자 임을 확인하는 출신고등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수능 60

면접 40

경성대 수시1차 특성화고동일계출신자
교과 70

비교과 30

경운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
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1. 수능 외국어(영어)영
역 5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위생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다)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
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1. 수능 외국어(영어)영
역 5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위생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100

경원대

수시1차
2009년 1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학 모집학과/학부에 따른 동일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자. 
단, 종합고의 경우 보통과는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정시(다)
2009년 1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학 모집학과/학부에 따른 동일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자. 
단, 종합고의 경우 보통과는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수능 100

경일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의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위탁생 졸업(예정)자

-전모집단위(보건계열,

사진 제외):학생부100

수시

특성화고등학교의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졸업
(예정)자 중 모집계열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사추
천자

*전모집단위(간호,사진 

제외)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경주대
수시1차
정시(가)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자  (인문․종합, 기타고교 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학생부 100

경희대
(국제)

정시(나)
2012년 2월 국내 소재 정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지원 모집단위별 관련학과 출신자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지원 불가

수능반영영역 중 1개영
역 이상이 3등급 이내
(직업탐구 포함)

수능 50

서류평가 50

경희대
(서울)

정시(나)
국내 정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모집단위별 
관련 계열 출신자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지원 불가

수능 반영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직업탐구 포함)

수능 50

서류평가 50

계명대 수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의 계열이 우리
대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이어야 함. 단, 인정 기준상의 
동일계열이 아니더라도 출신고등학교의 장이 동일계열이라
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함.
* 동일계열 인정 기준은 홈페이지 입학안내 참조

DigiPen복수학위 : 학생
부 2개영역(영어 또는 
수학 포함) 평균 3등급 
이내
경찰행정학과 : 수능 2
개 영역 등급합이 7이내

<입학사정관제전형>

-1단계(5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수능성적 반영(동점자 

사정원칙) :탐구영역 2과

목 평균성적 반영, 제2외

국어 및 한문영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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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고려대
(서울)

정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각 항
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2) 특성화고교졸업자확인서(본 대 소정 양식)를 받은 자.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
학한 자로 인정함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출신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2개 영역 2등급 이내
수능 60

학생부 20

면접 20

고려대
(세종)

정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문교과 82단위를 이수한 
2011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중
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단, 탐구영역은 직탐
도 인정하며 상위 2개 
과목 등급을 평균하여 
반영함

수능 100

고신대

수시2차
본교에서 정한 "전문계 동일계열 인정범위(표)"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가능
특성화 고교의 "보통과" 과정 이수자는 지원불가

간호학과 - 수능 외국
어(영어) 포함하여 2개 
영역이 4등급 이내

학생부 100(단, 신학대

학,영문,의료경영,유아,

사복,재활은 학생부 

90, 면접 10

*간호학과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나)
본교에서 정한 "전문계 동일계열 인정범위(표)"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가능
특성화 고교의 "보통과" 과정 이수자는 지원불가

학생부 25,수능75(단, 

신학대학,영문,의료경

영,유아,사복,재활은 수

능 70, 면접 5

*간호학과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90  면접 10

관동대 수시2차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지원자

- 간호학과 : 수능 수리
(가/나형)영역, 외국어영
역, (사/과/직)탐구영역
(등급 우수 2과목의 평
균등급) 등급의 합이 12
이내
- 기타 모집단위 : 최저
학력기준 없음

학생부 100

광운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
자 중 출신학과가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
로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종합고의 보통과는 제외함

학생부 100

정시(다)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출신학과가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자로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종합고의 보통과는 제외함

학교생활기록부 20

대학수학능력시험 80

광주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간호학과:언어,외국어(영
어),수리(가/나)영역중 2
개영역등급의 합이 7이내
유아교육과:언어,외국어
(영어),수리(가/나)영역
중 2개영역등급의 합이 
10이내
간호,유아제외 모집단
위:없음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학생부 90

면접 10

광  주
여자대

수시
1,2차

 특성화고교(전문계반 운영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원하고
자 하는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 졸업(예정)자
 * 통합형고교 중 전문계 학과 포함

학생부 70

면접 30



1420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광  주
여자대

정시(가)
 특성화고교(특성화반 운영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원하고
자 하는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 졸업(예정)자 
 * 통합형고교 중 전문계 학과 포함

학생부 83

면접 17

국민대

수시1차
2010년 2월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동일계열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자

학생부 100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동일계열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자

학생부 30

수능 70

그리스도대 수시
출신 특성화 고교에 설치된 학과가 본 대학 모집학부와 동
일 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학생부 70

면접 30

극동대

수시2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출신자
학생부 50

면  접 50

정시(나)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출신자
학생부 50

수  능 50

김천대

수시1차
 특성화 고교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
서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특성화 고교 전학과)

교과 70

비교과(출석 및 봉사 

각10) 20

면접 10

정시(가)
 특성화 고교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
서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특성화 고교 전학과)

교과 70

비교과(출석20, 봉사

10) 30

나사렛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 특성화고교에 설치된 학과가 본 
대 모집단위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일반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졸업(예
정)자도 지원 가능함.

보건계 등 일부학과 수
능 최저학력 예정(추후 
안내)

학생부 100(90,80,70)

면접 30(20,10)

실기 100 등

모집단위별 반영비율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정시(가)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 특성화고교에 설치된 학과가 본 
대 모집단위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일반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졸업(예
정)자도 지원 가능함.

미정(추후 안내)
정시 반영비율은 추후 

안내

남부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지원자 간호학과 해당

*전모집단위

 학생부 80  면접 20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20

남서울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70  서류 30

-2단계

 1단계성적 40

 심층면접 60

단국대
(죽전)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일(졸업자인 경우 졸업일)까지 특
성화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특성화고교 출신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가 동
일계열임을 우리 대학이 인정한 자
(단, 입학 후 7일 이내에 전입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지원제한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종
합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30

 서류 30

 면접 40

정시(나)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일(졸업자인 경우 졸업일)까지 특
성화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특성화고교 출신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과)가 동
일계열임을 우리 대학이 인정한 자
※종합고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지원자격기간 내 특성화고교 외에서 전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단, 입학 후 7일 이내 전학한 경우에
는 예외로 인정함)

학생부 30

수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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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단국대
(천안)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부)가 
동일계열임을 우리 대가 인정한 자
 -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1개 학기 이
상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격기간 내 특성화고교 외에서 전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30

 서류 30   면접 40

정시(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학과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부)가 
동일계열임을 우리 대가 인정한 자
 -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1개 학기 이
상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격기간 내 특성화고교 외에서 전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20

수능 80

대    구
가톨릭대

수시
정시(나)

· 특성화 고등학교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 일반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동일계
열 졸업(예정)자
※ 특성화 고등학교의 보통과와 체육, 무용, 음악 관련 학과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출신학과의 계열이 본교 모집단위별 동일계열로 인정되어
야 하며, 다른 계열 출신자는 해당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
와 관련계열이라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함. 단, 
모집단위와 관련계열 인정 여부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결정

학생부 100

대구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동일
계 인정학과 출신자 또는 타 계열 출신자라도 출신학교장이 
모집단위와 관련 계열이라 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학생부100

정시(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동일
계 인정학과 출신자 또는 타 계열 출신자라도 출신학교장이 
모집단위와 관련 계열이라 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학생부100

대    구
외국어대

정시(다) 특성화 고교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학생부 50

수능성적 50

대  구
한의대

수시
특성화고교 출신자(인문고, 특목고, 종합고기타 고교에 설치
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적용하지 않음. 
단, 임상병리학과, 물리
치료학과는 수학, 과학, 
영어교과 평균 3등급 이
내인 자.

학생부 100

정시(가)
특성화고교 출신자(인문고, 특목고, 종합고기타 고교에 설치
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적용하지 않음. 
단, 임상병리학과, 물리
치료학과는 수학, 과학, 
영어교과 평균 3등급 이
내인 자.

학생부 100

대불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졸업(예정)자(일반고, 종합고, 기타고교 등에 설
치된 전문계학과 포함)로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 지원자

학생부 : 100

대전대

수시1차

가. 특성화고교(종합고 또는 인문고 실업계반 포함) 졸업(예
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한 학과출
신자  
나. 일반 일반고교와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의 특수목적고교는 지원 불가함

학생부 100

정시(나)

가. 특성화고교(종합고 또는 인문고 실업계반 포함) 졸업(예
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한 학과출
신자  
나. 일반 일반고교와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의 특수목적고교는 지원 불가함

학생부 100

대진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과가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범위
 -인문,사회과학대학 : 상업계열, 가사계열
 -자연과학대학 : 공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계열, 농업
계열
 -공과대학 : 공업계열, 수산해운계열, 농업계열
*동일계열 최종 인정여부는 본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생부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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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진대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과가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범위
 - 인문,사회과학대학 : 상업계열, 가사계열
 - 자연과학대학 : 공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계열, 농업
계열
 - 공과대학 : 공업계열, 수산해운계열, 농업계열
* 동일계열 최종 인정여부는 본교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함

학생부 40

수능 60

덕  성
여자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또는 법령으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여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교에서 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전공을 이
수한 3년제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교장의 
동일계 확인 추천서를 받은 자
 * 출신학교장의 동일계 확인 추천서로 동일계열을 인정하
되 심사를 통하여 학생부 교과과정이 지원 모집단위의 계열
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실업)계 고교에서 4학기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여야 
함

*인문사회, 자연공학, 

실내디자인학과, 시각

디자인학과, 섬유미술

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수능우선선발: 

수능 100(모집인원의 

30)

-일반선발

 수능 88.86

 학생부 11.14(수능우 

 선선발을제외한 인원)

* 동양화과

 수능 40  실기 60

* 서양화과

 수능 34.945

 학생부 6.814

 실기고사 58.241

동국대
(경주)

수시1차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종합고 전문계반 포함)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출신자

학생부 100

동국대
(서울)

수시1차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고교계열과 지원 모집단위가 동일계열이며 특성화 고등학교
에서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정시(가)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계열과 지원 모
집단위가 동일계열인 자

수능 100

동  덕
여자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
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출신교의 이수과정이 동일
계열임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인정하고 확인한 자(변경 가능)

학생부 30

수능 70

동명대 수시1차
ㆍ실업계고교와 종합고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로서 해
당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인 자

학생부 100

동서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와 동일계열 지원자
종합고등학교 전문계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와 동
일계열 지원자

간호학과-수능 4개 영
역중 2개 영역 4등급 
이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 학생부 100

*예체능(디자인학부, 레

포츠과학부) : 

학생부 50  실기 50

동신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동일계열 지원자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
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상위2과목 
평균) 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유아교육학과, 보건

복지대학(물치, 방사선

제외)

학생부 80  면접 20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동아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에서 인정하는 동
일계열학과 출신자

-1단계

 교과 70   비교과 3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동양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중 본 대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졸업
(예정)자 (동일계열 인정범위는 본 대에서 지정)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학생부 100

정시(다)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 중 본 대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졸업
(예정)자 (동일계열 인정범위는 본 대에서 지정)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학생부 13.0

수능 87.0 

동의대
수시1차
정시(다)

특성화고교 및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와 출
신고교의 학과(이수과정)가 동일 계열인 자

학생부 교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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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루터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 모집 학과와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자

학생부 60

면접 40

명신대

수시1차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특성화고교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받은 자

학생부 100 

수시2차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특성화고교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받은 자

학생부 100 

명지대
(용인)

수시1차
특성화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3
년)/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을 이수하고 우리 대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로 출신고교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50

전공적성평가 50

정시(나)
특성화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3
년)/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을 이수하고 우리 대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로 출신고교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25

수능 75

명지대
(서울)

수시1차
특성화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3
년)/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을 이수하고 우리 대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로 출신고교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50

전공적성평가 50

정시(나)
특성화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3
년)/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을 이수하고 우리 대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로 출신고교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학생부 교과 25

수능 75

목원대
수시1차
정시(나)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에 한하

여 지원가능

 2. 종합고등학교(일반고교)의 전문과정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이 특성

화 고교 설치계열이 본교에 지원하는 학부(과)와 동일계열

임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4. 종합(통합)고등학교의 보통과 이수자, 직업과정위탁생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학생부 100

목    포
가톨릭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졸업자/졸업예정자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사
탐또는과탐)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배재대
수시1차
정시(다)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문

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

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단 직업과정 위

탁생은 제외)

 학생부교과 : 90

 학생부비교과(전공적

합도에 대한 입학사정

관의 정성적 평가) : 

10

백석대 수시1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에 정의된 고교설립계열〔전

문계열〕과 본 대의 지원학부가 동일하거나 또는 동종계열

인 자만 지원 가능하며 인문고, 종합고, 기타 고교 등에 설

치되어 있는 전문계 학과 출신자도 동일 또는 동종계열의 

학과에 한하여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의 고교계열 출신자는 최종학교가 특성화고교

계열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계열과 학과계열이 다

른 경우에는 학과계열을 적용합니다.(검정고시 합격자는 지

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전형과 동일함

부    산
가톨릭대

수시1차
국내 특성화고 동일계열 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

업예정자

학생부 60

면접 40

부    산
외국어대

수시
우리대의 모집단위와 출신고교의 학과(이수과정)가 동일계

열인 자
학생부 100

부산장신대 수시
실업계고교 및 동종계열고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학생부 40

면접 40

학업계획서 20

삼육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종합고 전문계반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특

성화고교 설치계열 및 출신학과의 계열이 본교가 정한 모집

단위별 동일계열 인정기준과 동일한 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게확인서를 제출하여햐 하며, 

심사 후 동일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
등급 E(10등급)를 받으
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80  면접 20

*체육

학생부 50

실기 30   면접 20

*음악, 미술

실기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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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삼육대

정시(가)

특성화고등학교(종합고 전문계반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특

성화고교 설치계열 및 출신학과의 계열이 본교가 정한 모집

단위별 동일계열 인정기준과 동일한 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게확인서를 제출하여햐 하며, 

심사 후 동일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

등급 E(10등급)를 받으

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체육

학생부 20  수능 40  

실기 30    면접 10

*미술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60    면접 10

정시(다)

특성화고등학교(종합고 전문계반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특

성화고교 설치계열 및 출신학과의 계열이 본교가 정한 모집

단위별 동일계열 인정기준과 동일한 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게확인서를 제출하여햐 하며, 

심사 후 동일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

등급 E(10등급)를 받으

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10

실기 80

면접 10

상명대
(서울)

정시(나)

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본교에 지원한 모집단위의 관련전공을 이수하고 출신 고

등학교장의 동일계열 확인서를 받은 자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대학진학반 등은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수능 100

상명대
(천안)

수시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학년도 2월 졸

업예    정자로서 출신고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특성

화고등학교 계열 또는 학과가 본교에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또는 관련 학과 임을 인정한 자

*인문계,자연계,영화영

상전공(제작및콘텐츠)

 학생부교과 70

 학생부비교과출결 30

*시각,패션,섬유,실내,

세라믹,산업,만화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공연영상미술학부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교과 40

 포트폴리오면접 60

정시(가)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학년도 2월 졸

업예정자로서 출신고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특성화고

등학교 계열 또는 학과가 본교에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

계열 또는 관련 학과 임을 인정한 자

*공연영상미술학부

 학생부교과 40

 포트폴리오면접 60

정시(나)

-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2학년도 2월 졸

업예    정자로서 출신고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특성

화고등학교 계열 또는 학과가 본교에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또는 관련 학과 임을 인정한 자

*인문계,자연계,영화영

상전공(제작및콘텐츠)

학생부교과 70

학생부비교과 출결 30

*시각,패션,섬유,실내,

세라믹,산업,만화

 학생부교과 40 

 실기고사 60

상지대

수시1차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계 지원으로 인정되어 학교장, 교감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100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계 지원으로 인정되어 학교장, 교감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1단계(3배수 내외)

 교과내신 40

 교과추이,비교과 6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30

 자기소개서 10

정시(가)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계 지원으로 인정되어 학교장, 교감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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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강대 정시(나)

- 특성화 고교졸업(예정)자 중 ‘12학년도 대학수능응시자로

서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에 부합하고 출신고교장으로부

터 확인받은 자

▷ 인문 : 언어,수리(가/

나),외국어,직탐(사탐(제

2외국어/한문 포함)/과

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단, 언어,수리(가/

나),외국어 3개영역 모

두 4등급 이내

▷ 자연 : 언어,수리

(가),외국어,직탐(과탐) 

4개영역 중 2개영역 2

등급(단, 수리(가)/직탐

(과탐) 중 2등급 1개 필

수) 단, 언어/수리(가)/

외국어 3개영역 모두 4

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이상 

응시해야 하며 등급산정

은 상위 2과목의 평균등

급 적용

수능 75

학생부 25

서경대 정시(다)

특성화고교에서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한 특성화고등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이 특성화고교 설치

계열과 본교 지원학과(부)가 동일 계열임을 인정한 자

수능 100

서남대
(남원)

수시
1,2,3차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이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로 인정하여 추천한 자(단, 동일계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도 인정함.

의예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영역이 각

각 3등급이내이면서 합

산 등급이  6이내이고, 

과탐 3과목이 각각 3등

급 이내이면서 합산 등

급이 6이내인 자

학생부 100

*의예과, 간호학과

 학생부 100

 면접 합/불

서남대
(아산)

수시
1,2,3차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이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로 인정하여 추천한 자(단, 동일계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도 인정함.

학생부 100

*치위생학과

학생부 100

면접 합/불

서  울
기독대

정시(나)

- 특성화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2년 2월)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자에 한하여 학교장, 교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80

면접 20

서  울
신학대

수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학교 입학생에 한하며 본대학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의 설

치학과의 실업계고교 졸업(예정)한 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 60  면접 40

*신학과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정시(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학교 입학생에 한하며 본대학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의 설

치학과의 실업계고교 졸업(예정)한 자

학생부20  수능 80

*신학과

학생부 20

수능 70   성경 10

서  울
여자대

수시2차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2009년 2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일반고교과정 중 전문계반도 인정

2) 출신고교 학과계열과 동일계열인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학교장의 동일계 확인증명서로 동일계 인정    

3)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62.5+서류37.5

-2단계

 학생부21.74 

 서류 13.04

 심층면접 65.22

서울장신대 수시

1.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서 출신계열이 본 대학의 모집계열과 동일(유사)한 자로 출

신고등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

2. 동일 인정 계열 기준

●신학과, 사복과: 가사계열, 상업계열, 관광계열, 언어계열, 

인문계열

●교음과: 음악계열

3. 담임목사추천서(본교서식)를 받은 자

4.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원자 중 다음 해당자는 지원자격

이 없음: 검정고시자, 외국인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교과교

육 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이수자

*신학과, 사복과 

 학생부 100

*교음과  실기 100

서원대 수시1차

- 전문(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 인문고 실업계 과정포함) 

졸업(예정)자로 우리 대에 지원할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을 

받은 자

0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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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원대 정시(다)

- 전문(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 인문고 실업계 과정포함) 

졸업(예정)자로 우리 대에 지원할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을 

받은 자

0 학생부 100

선문대 수시1차

가. 정규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본 대학 지원학과의 계열과 

동일계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다른 계열의 학과출신자라도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동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

우 지원가능하다. 다만,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

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종합고의 보통과 및 인문고의 취업반은 지원불가.

 ※비특성화고교에서 특성화고교로 전학한 자는 지원가능.

학생부 100

성결대

수시1차

국내 소재 고등학교 과정을 전학년 이수한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5%이내(모집단위별로 

10%)에서 정원외로 모집한다.

학생부 100

정시(가)

국내 소재 고등학교 과정을 전학년 이수한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5%이내(모집단위별로 

10%)에서 정원외로 모집한다.

학생부 40 

수능 60

성공회대 수시2차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서 출신학과 계열과 동일계열인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출

신 학교장의 동일계 확인증명서로 동일계를 인정함.)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1개등급이 4등급이

내

학생부 100

성균관대 정시(가)

-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교장의 교육과정 이

수확인을 받은 자(전 교육과정 이수자)

- 특성화고교 계열별 지원가능 모집단위는 모집요강 상의 

별도기준에 따름 

-인문계 : 언,수,외,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계 : 언, 수리(가), 

외, 과탐/직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수능 70

학생부 30

성  신
여자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

열의 교과과정 이수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3학기 이상 성적을 취

득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과정이 지원모집단위와 상이한 

경우 동일계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수능 4개 지정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00

정시(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

열의 교과과정 이수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단,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4학기 이상 성적을 취

득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과정이 지원모집단위와 상이한 

경우 동일계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계 : 수능 100

*미술대학

 수능 50

 실기 50

세명대

수시1차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특성화 고교 학과 출신 자
학생부 교과 100

정시(나)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특성화 고교 학과 출신 자
학생부 교과 100

세종대 정시(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등학교 출신학과 계열

이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인문/자연계열

학생부 13.4 수능 86.6

*회화과

학생부 4.1  수능 42.6

실기 53.3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부 4.1  수능 42.6

실기 53.3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부 4.1  수능 42.6

실기 53.3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부 4.1

수능 32.0  실기 64.0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학생부13.4  수능86.6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학생부 4.1

수능 32.0   실기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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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수원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와 동

일계열 지원자

학생부 40

적성고사 60

정시(나)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와 동

일계열 지원자

학생부 30

수능 70

숙  명
여자대

수시1차

2010년 2월 이후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 특성화고교에서 

4학기 이상 재학하고, 4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로서 해당모집단위에 지원가능한 동

일계열학과 출신자

수능 2개 영역 평균 3

등급 이내
학생부 100

순천향대 수시1차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종합고등학교(상업계, 공업계, 

가사계, 농업계, 수산해운계)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출신자

학생부 70

서류 30

숭실대 정시(가)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수능 50

서류종합평가 50

신경대
수시

1,2,3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로 인

정된자(단, 동일계 인정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 최종확정한다).

학생부 100

신라대

수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대학 학과(전공)별 
동일계 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자(종합고등학교 전문계과정 
이수자 포함)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정시(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대학 학과(전공)별 
동일계 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자(종합고등학교 전문계과정 
이수자 포함)

학생부 100

아주대 정시(다)

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을 충족하는 자

1) 특성화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일반 고교에서 중도에 전학한 경우 

지원 자격 없음)

2) 고등학교 출신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

위에 지원한 자

*고등학교의 장이 고교 교육과정 및 이수 과목 현황 등 고등

학교 출신 학과의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한 모집단위에 한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을 경우 입학사

정에서 제외됨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안양대
수시

정시(나)

특성화 고등학교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출신학과 또는 출신계열이 본 대학의 모집계열과 동일한 자

로, 출신고등학교장의 「특성화고교출신자 동일계열 확인

서」를 받은 자

학생부 100

연세대
(원주)

정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

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한 

자[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

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하며(4월 1일 이후 전입학

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

는 지원할 수 없음]

*인문/사회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탐구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자연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등급 이내 1

개 이상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영역 중 

1등급 3개 이상

학생부 50

수능 50

영남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문계 동일계열 고등학

교에서 3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면접고사 성적 60 이상

(디자인미술대학(미술학

부 제외)은 실기고사 성

적 60 이상)

-1단계(300)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 30

*디자인미술(미술학부 

제외)대학은 일괄사정 : 

학생부 30  실기 70

영동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출신자로서 본교의 지원학과와 동일 또는 동종 

계열인자
면접 100

정시(다)
특성화고교출신자로서 본교의 지원학과와 동일 또는 동종 

계열인자

학생부 50

수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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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영산대
(경남)

수시
1,2차

1. (간호/물리/치위생 제외)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학과(부)별 동일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종합고 전문

계과정, 예술고, 체육고 포함)

2. (간호/물리/치위생)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

과(부)별 동일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자(종합고 전문계과

정, 예술고, 체육고 포함)

1. 없음

2. 있음(언어,외국어(영

어),수리,탐구영역중 2

개영역이 4등급이내)

학생부 100

영산대
(부산)

수시
1,2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과(부)별 동일계 인정범

위에 해당하는 자(종합고 전문계과정, 예술고, 체육고 포함)
학생부 100

예원
예술대

수시
1,2,3차
정시(가)

ㆍ고교 전 학년 실업계고교(일반 고교내의 실업계 학과 

  출신자 포함)의 동일계열 학과에 졸업예정자나 졸업한 

  자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ㆍ지원학부(과)와 동일계열(학교, 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학생부, 입상실적, 자격

증 중 택1 70

면접 30

용인대 정시(나)

1) 특성화 고등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에서 3개 학년(6개 학

기)을 전문계 과정으로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지원

학과와 관련 있는 전공(계열)자 → 정시 모집요강 동일계열 

및 관련 학과표 참조

 ※ 무도대학, 체육과학대학, 문화예술대학 지원자 중 시

(군)ㆍ도 이상에서 주관하는 대회의 참가 또는 입상실적이 

있으면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관련 없이 지원 가능함

 → 입상실적증명서 원본, 경기참가증명서 원본, 상장 사본 

중 1부 반드시 제출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시ㆍ도 

생활체육회 주최대회 참가 또는 입상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본교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및 관련 학과 지원자가 아닌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 모집단위와 유사 전공(3과목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였다는 담임(부장)교사의 확인을 받아 

특성화고교출신자 학교장 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 유사 전공 과목의 타당성 여부는 본교에서 별도로 심사

하며, 보통 교과인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

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과목들은 유사 

전공 과목에서 제외함

2) 일반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종합고등학교 일반계 과정 

이수자, 대안학교 출신자, 특목고 중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

체육ㆍ국제 계열 출신자,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

부가 없는 자 등은 지원 불가

정시모집(일반학생)과 

동일

우석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동일계 인정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 가능)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동일계 인정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 가능)

간호학과 : 언,수,외 중 

한개가 5등급 이내자

학생부 80

면접 20

우송대 수시1차

1. 특성화 고교 및 일반 일반고교의 전문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본 대학교가 정한 동일계 학(부)과에 지원
한 자.
 - 본 대학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이수한 자로 한 함

학생부 80

면접 20

울산대

수시
특성화 고교 출신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학부에서 인

정하는 동일계열 학과 출신자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지원자에 한해 언어, 수

리, 외국어, 과탐(2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3등

급 이내 적용. 

기타 모집단위에서는 해

당 없음.

*기계공학부,전기공학

부에 한해 단계별전형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상기 제외 모집단위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정시(나)
특성화 고교 출신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학부에서 인

정하는 동일계열 학과 출신자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지원자에 한해 언어, 수

리, 외국어, 과탐(2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3등

급 이내 적용. 

기타 모집단위에서는 해

당 없음.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원광대
수시1,2차
정시(가)

특성화 고등학교(일반 고교내의 전문계학과 포함)의 전문교과 

일정단위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또

는 졸업자 (본교가 인정하는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한함)

일반전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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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위덕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일반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입학사정관전형

-1단계(5배수 선발)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50 면접구술 50

을지대
(성남)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
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한 자
1)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일반계이므로 지원자격 없음.
2) 동일계열 인정범위(본대학이 정하는 기준)

학생부 50

적성검사 50

정시(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
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한 자
1)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일반계이므로 지원자격 없음.
2) 동일계열 인정범위(본대학이 정하는 기준)

수능 - 수리, 탐구(과/사
/직), 언어, 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
(단, 탐구영역의 과목은 
상위 2과목의 평균적용)

수능 100

을지대
(대전)

수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
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한 자
1)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일반계이므로 지원자격 없음
2) 동일계열 인정범위(가사, 상업, 공업, 농업계열)

* 수능수리,탐구(과/사/
직),언어,외국어영역 2
개 영역이상 4등급(단, 
탐구영역의 과목은 상위 
2과목의 평균적용)

1단계

-학생부 : 100(5배수)

2단계

-학생부(80)

-면접(20)

정시(나) 수시와 동일 수시와 동일 정시 일반전형과 동일

이  화
여자대

정시(가)

1.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교장이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자 
※ 동일계 인정 기준: 출신 고교에서 지원모집단위와 유사
전공 과목을 최소 20단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국민공통 
기본교과목은 제외).
※ 유사전공 과목의 타당성 여부는 교과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며, 부적격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는 해당 
반영영역에만 응시한 자도 지원 가능함.

*인문계열전모집단위,의
류학과: 언어,수리'가/나
',외국어,사탐/과탐/직탐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언어,수리'가',외국어,사탐
/과탐/직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면서, 1
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
과,보건관리학과: 언어,
수리'가/나',외국어,사탐/
과탐/직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면서, 1
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예체능계열(의류학과제
외): 언어,수리'가/나',외
국어,사탐/과탐 중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인문계열: 언어,외국어 
중 1개 영역은 반드시 
포함
*자연계열: 수리,과탐 
중 1개 영역은 반드시 
포함

*인문과학부,사회과학

대학,의류학과,경영대

학,자연과학대학,공과대

학,간호과학부,식품영양

학과,보건관리학과: 

학생부30

수능40

서류15

면접15

*조형예술학부·디자인

학부

수능40

서류10

실기50

인제대

수시1차 동일계열 모집단위를 지원한 특성화 고교졸업(예정)자

1. 간호학과 : 본교에서 
정한 기준 적용
2. 그 외 모집단위 : 없
음

-1단계

 학생부 70

 서류심사 30 

-2단계

 1단계성적 80

 면접 20

정시(가) 동일계열 모집단위를 지원한 특성화 고교졸업(예정)자

* 간호학과

수능 86

학생부 11  면접 3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나노공학부, 의용공학

과, 임상병리학과, 디자

인학부

 학생부 80  면접 20

*사회체육학과

 학생부 17  실기 83

*그 외 모집단위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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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인    천
가톨릭대

정시(나)

특성화고교(일반고 및 종합고에서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3개년 동안 전문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미술계열 이수자에 
한함.

학생부 50

실기고사 50

인하대

수시1차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70

 서류평가 30

정시(나)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수능 70

학생부 30

전주대
수시1차
정시(다)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문
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
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학생부 100

조선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에서 지정한 
계열과 동일계열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
과 산출 평균 등급이 
7.0 이내

학생부 100

중부대

수시1차
특성화 고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동일계열 학과출신자)

학생부100

정시(다)
특성화 고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동일계열 학과출신자)

학생부 50

수능 50

중앙대
(안성)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지원 모집단위와 동
일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교과를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한 자,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수능반영 영역중 2개영
역 4등급

수능 100

중앙대
(서울)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교과를 본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한 자,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수능 반영 영역 중 2개
영역 3등급

수능 100

중원대

수시1차

2007년 2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과가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미정
학생부 50

면접 50

정시(가)

2007년 2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과가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미정
수능 60

면접 40

청운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로 본교에서 정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종합고, 일반고, 기타고교의 전문계과 출신자도 특성화고등

학교 출신자와 동일하게 인정)

간호학과는 수능성적의 
외국어(영어) 영역이 백
분위 60 이상

학생부 100

정시(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로 본교에서 정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종합고, 일반고, 기타고교의 전문계과 출신자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와 동일하게 인정)

학생부 100

청주대
수시1차
정시(다)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

원한 자 중 해당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자   (모집요강 발표

시 세부지원자격 확정)

교과 100

초당대
수시1차
정시(다)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계

열 지원자
학생부 100

총신대 수시

특성화고교(종합고교, 일반고교의 전문계 과정 포함)에서 본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학생부 80

면접 20

추  계
예술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특성화 고교 졸업

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로서 본

교에서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판단하는 학과 출신

자이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음악학부

실기 90  수능 5

학생부 5

정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특성화 고교 졸업
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로서 본
교에서 지원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판단하는 학과 출신
자이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미술학부

실기 50

수능 20  학생부 30

*영상시나리오

 수능 30  학생부 30

 실기 40

*영상비즈니스

 수능 50  학생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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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칼빈대 수시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특성화고 출신자
학생부30

면접70

평택대 수시1차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서 이수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일반고 및 종합고의 전문계 과정 이수자 포함)

학생부 100

한  국
국제대

수시1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특성화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 통신, 수
산, 해운, 가사, 실업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함(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포함)

아래 학과를 제외한 학

과

-학생부 100

 *사회복지학과,병원관

리학과,미용예술학과

학생부 90  면접10

정시(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특성화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 통신, 수
산, 해운, 가사, 실업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함(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포함)

아래 학과 제외한 학과

-학생부 100

*사회복지학과,병원관

리학과,미용예술학과

 학생부 90   면접 10

한국기술
교 육 대

수시1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망하는 모집단위별로 
지정하는 학과에서  3년간 수학한 자

-1단계(4배수)

 학생부 40

 비교과영역 60

-2단계 100

 1단계 40

 심층면접 60

한국산업
기 술 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특성화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종합고에 개설된 전문계학과 및 인문고 직업과정 이수자도 인정
-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계 인정범위 : 특성화고교에 
개설된 전학과

수능 80

학생부 20

한  국
성서대

수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지원학부와 
동일계열인 자
※단, 동일계열이 불확실할 경우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생부 70

면접 30

한    국
외국어대
(용인)

정시(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
신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단, 대학수학
능력시험 직업탐구 응시자로서 사회/과학 탐구 과목 응시자
는 지원 불가)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직업탐구, 제2외국어 영역 
중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
내(직탐은 상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상이어야 1
개 영역으로 인정) 

수능 100

한  국
항공대

정시(다)
전국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교 
모집단위와 특성화 고교계열이 동일한 졸업(예정)한 자로서 
201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응시자

수능 100

한남대 수시1차

ㆍ특성화고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해당 출신 고등학교장이 특성화 고교 설치 계열(학
과)이 본교에 지원하는 학과(전공)와 동일 계열인 자
ㆍ출신고교 계열(학과) 명칭이 본교 모집단위별‘지원가능 고
교학과명’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열(학과)로 인정되는 고교 
이수교과목을 학년별 2개 과목 이상을 기재한 학교장 추천
서 제출 요 
ㆍ일반 고교에서 전(편)입한 자는 지원할 수 없으나, 고등학
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학년도 3월 중에 특성화 고교로 
전입학 경우는 지원 가능
ㆍ검정고시 출신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
고 등 특수목적고교 출신자 지원 불가

학생부 100

한라대

수시
1,2차

정시(가)

-.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유
사)계열 출신자

학생부 65.5

면접 34.5

정시(다)
-.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유
사)계열 출신자

학생부 65.5

면접 34.5

한려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산업수요맞춤형고교)의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
학의 모집단위와 동일계학과에 지원한 자

학생부 100

한림대 수시1차

2007년 2월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본교 모
집단위와 동일계열 실업계 고교 학과 출신자(단, 실업계 고
교의 인문·자연과정 (보통과 포함)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
음)(동일계열관련 세부자료는 홈페이지 참조)

입학사정관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 100

한북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본교 모집단
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자

*사회과학대학,이공대

학,보건대학

 학생부 100

*체육과학대학,예술대학

 학생부50 실기고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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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서대 수시1차

1. 전문(실업)계 고등학교 2012년 졸업예정자 및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본 대에서 정
한 모집단위(학과)별 동일(유사)과 출신자
 2. 종합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의 전문(실
업)계학과 출신자 중 본 대에서 정한 모집단위(학과)별 동일
(유사)과 출신자
 3.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100

*항공관광학과

 학생부 31.82

 면접 68.18

한성대 수시1차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예정)자 중 본교 모집단
위와 동일계열 전공 이수(예정)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
는 자
※ 단,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동일계열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 출신자

수능성적 언어,수리,외
국어,탐구 중 2개영역 
합이 8등급(탐구는 2과
목 평균등급 기준)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
부 최저학력기준 없음

*일반학과 

 학생부 100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학생부 40  실기 60

한세대

수시
2006 ~ 2011년 국내 정규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출신학과가 지원 모집단위와 동
일(유사)한 자 

-전모집단위(공연영상

학 제외)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 공연영상학

학생부 10

면접 10  실기 80

정시(가)
2006 ~ 2011년 국내 정규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정자로 출신학과가 지원 모집단위와 동
일(유사)한 자 

학생부 20

수능 10

실기 70

한신대
수시2차
정시(가)

전문(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
열 학과로 인정된 학과 졸업(예정) 자
수시 2차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 가군에서 선
발한다.

학생부 100

한양대
(ERICA)

정시(나)

가.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 고등학교
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하였으며 
나. 본 대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로서 2012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계열별로 지정된 수능영역을 응시한 자로 출신 고
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있음
수능 50

학생부(비교과) 50

한양대
(서울)

정시(나)

국내 특성화 고교 출신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
족한 자
① 본교에서 규정한 동일계열 지원자로서 해당 고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②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지원 모집단위와 유사전공의 과목
을 이수했다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3과목 이상 이
수한 내용을 추천서에 기재해야 하며 관련여부는 본 대학에
서 별도 심사함)

* 인문/상경계 :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 자연계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내(단, 수리‘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드시 포
함)
* 단,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은 직업탐구 영
역 반영함

수능 50

학생부(비교과) 50

한중대 수시1차

-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출신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일(유사계열)이
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한함
*전모집단위 - 전공 상관없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
*간호학과 - 간호관련학과 출신자
*체육학부
 체육- 체육고등학교 출신자
*기타 일반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로 각 시ㆍ도민 체
육대회 및 전국대회 개인 및 단체 입상자, 대한체육회 산하 
각 체육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형과 동일

협성대
수시1차
정시(가)
정시(다)

 1. 고교졸업자 및 2012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이며 국내정
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 기준에 부
합하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
범위”를 적용하여 이수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
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일반고 및 종합고의 전문계 교육
과정 이수자 포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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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호남대 정시(다)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자 중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동일계
열 출신자에 한함

수능 50

학생부 50

호서대

수시
1,2차

특성화 고등학교(상업고, 공업고, 농업고, 정보고,종합고교,
디자인고 등)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출신(전공)학과와 동일
계열 지원자

학생부 100

정시(가)
특성화 고등학교(상업고, 공업고, 농업고, 정보고,종합고교,
디자인고 등)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출신(전공)학과와 동일
계열 지원자

학생부 40

수능성적 60

호원대 수시1차

*특성화고교 또는 특수목적고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 
해당 동일계 출신자
*일반고교 직업과정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학생부 100

홍익대
(서울)

수시1차

1999년 2월 이후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일반고교 및 종합고교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출신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 출신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출신계열이라
고 인정하여 추천한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 인문(예술학과 포함)/

자연

-1단계 학생부 100

*예능(예술학과 제외)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10  실기 90

정시(나)

1999년 2월 이후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일반고교 및 종합고교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출신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 출신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출신계열이라
고 인정하여 추천한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예능

-1단계 : 수능 100

-2단계

 수능 40

 실기 60

정시(다)

1999년 2월 이후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교
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일반고교 및 종합고교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출신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 출신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출신계열이라
고 인정하여 추천한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수능 100

홍익대
(조치원)

수시1차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일반고교 및 종합고교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출신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출신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출신계열이라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 

-1단계: 학생부 100

*예능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10  실기 90

정시(가)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일반고교 및 종합고교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출신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출신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출신계열이라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예능

-1단계: 수능100

-2단계

 수능40    실기60

정시(다)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일반고교 및 종합고교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특성화 고등학교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출신계열과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출신 고등학교 장이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출신계열이라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
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수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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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전형

 1. 특기자 특별전형

 2. 대학별 독자적 기준

 3. 특성화고교

 4. 취업자

 5. 산업대 우선선발

 6. 농․어촌학생(정원외)

 7.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외)

 8. 특성화고교졸재직자(정원외)

 9.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10.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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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공주대 정시(가)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현업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자

 ※ 산업체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

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

서로 인정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2011. 3. 1일 기준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경력을 대

상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歷에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민법」제160조 참조)

 ex)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학생자격 유지기준: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 100

창원대 수시

 1) 지원자격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

직자

(1) 산업체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 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2) 재직기간 산정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자

 -2개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이 되어야 함.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직기간은 제외

 -군인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은 제외. 다만 직업군인

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학생부 80

경력가산점 20

충주대 수시2차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로 3년이상 산업체 근무 재직자 학생부 10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정시(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나.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다.4대보험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면접평가 100

경원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

자.(2012년 3월 1일 기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사업체( 창업자ㆍ영업자 포함)

서류심사 30

면접 70

고신대
수시2차

정시(나)

-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재직자(단, 

2012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임직원 또는  4대보험 가

입사업체 근무자(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 2012년 3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 3년 이상인 자

 ※재직기간 산정은 고교 졸업일자 다음날부터 재직한 것으로 간

주(고교 재학 중 근무기간은 불인정)

학생부 100(단, 신학

대학,영문,의료경영,

유아,사복,재활은 학

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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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국민대 수시1차

고등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의 산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재

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휴직(휴업)자는 지원

할 수 없음)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

업 등)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ㆍ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

지하고, 세금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서류평가 70, 

면접 30

국민대 정시(다)

고등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의 산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재

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휴직(휴업)자는 지원

할 수 없음)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

업 등)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ㆍ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

지하고, 세금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면접 50, 

경력 30, 

자기평가서 20

남서울대 수시1차

고등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아래의 산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재

직기간이 3년 이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3)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영업자 포함)

-1단계(3배수)

 학생부 70

 서류 30

-2단계

 1단계성적 40

 면접 60

동국대

(서울)

수시1차

정시(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재직자

(단, 2012년 3월1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1단계(3배수)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

명지대

(서울)

수시2차

정시(나)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서류심사 50

면접 50

중앙대

(안성)

수시1차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단, 

2011년 3월1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서류 및 면접 종합평

가 100

중앙대

(서울)

수시1차

정시(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단, 2012년 3월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서류 및 면접 종합평

가 100

한북대 수시1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4대보험가입) 원서접수일 기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사회과학대학, 이공

대학, 보건대학 : 학

생부 100

한성대 수시1차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단, 2012년 3월 1일 기준 재직중이어

야 함)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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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  릉

원주대

수시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한자와 

그의 자녀(소년소녀가장 포함)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15등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예체능계열, 원

주캠퍼스(문화대학,과학기술대

학): 제한없음 (단,수능은 응시

하여야 함)

학생부 100

정시

(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학력소지자 중 기초생활수

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소년

소녀가장 포함)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1년이상 

이수자 포함)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응시
학생부 30 

수능 70

강원대

(춘천)

수시2차

2009.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

초생활수급권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

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접 40

정시

(가)

- 수시 미충원시 이월모집(이월인원 없을경우 

모집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미적용
학생부 16.67

수능 83.33

경북대

(상주)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미정

학생부 교과 25

비교과 25

심층면접 50

경북대

(대구)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미정

학생부 교과 25, 

비교과 25

심층면접 50

공주대

수시2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

층”) 본인 또는 자녀

사범대 지원자의 경우 수능4개영

역 평균등급 3등급

학생부 54

서류평가 36

면접10

정시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

층”) 본인 또는 자녀 해당사항 없음

*사범대학 전 학과

 수능 36   학생부 24

 서류평가 30

 교직적인성면접 10

*일반대학 전 학과

 수능 36

학생부 24  서류평가 40

군산대
수시

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되

는 자 및 그의 자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

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③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평

균납부액이 아래 기준 이하(가구 구성원의 건

강보험료 총 납부 실적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없음

-1단계

 학생부 70  기타 30

-2단계

 면접고사 40  기타 60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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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군산대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되

는 자 및 그의 자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없음

학생부 60

수능 30

면접고사 10

금  오

공과대
수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학년의 학생부 평균 석차등급이 

5.0등급 이내인자

-1단계(300)

 학생부 100

-2단계 : 100

 1단계 70   면접 30

목포대

수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전형과 동

일하며, 다만 2011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

(예정)한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1단계 

 학생부(교과) 40

 학생부(비교과) 및 자 

 기소개서 등 60

-2단계 

 1단계성적 60 

 심층면접 40

수시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100(교과 90, 출

석 10)

목  포

해양대
수시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의 본인 또는 그의 자녀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소득 인

정액이 최저생활비의 120 이하인 자

수리(가/나)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

인 자

학교생활기록부 100

부경대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기

초생활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위 계층

없음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심층면접 30

부산대

수시

 ○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

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

하여 공지함.

*체육교육과,스포츠과학부 
-1단계 : 실기고사 대상
자 선발(모집인원의 일
정 배수)
 - 학생부
(교과,비교과)100 
 -2단계(최종): 모든 전
형요소별 성적을 합산 
(교과600점, 비교과100
점, 실기고사300점)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
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한국음악학과,미술학과 
-1단계: 실기고사 대상
자 선발(모집인원의 일
정 배수)
 - 학생부(교과)100 
 -2단계(최종): 모든 전
형요소별 성적을 합산 
(교과200점, 실기고사
800점)하여 수능 최저학
력기준을 적용하여 고득
점자 순으로 선발

수시

 ○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집단위(예술문화

영상학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

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

하여 공지함.

-1단계(일정배수)

 학생부(교과)100

-2단계 : 서류(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

서, 에세이 등) 평가, 

심층면접(서류평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단계 : 수능최저학력기

준 적용하여 최종합격자

와 예비후보자 순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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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울대 수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합격자(단, 

1회에 한함)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기

회균형선발전형으로 통합) 등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

시기준을 충족하고 그 성적이 다

음과 같아야 함.

- 인문. 자연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미대: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체육교육과: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음대: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단, 작곡과는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통합)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

합평가(기회균형선발전

형으로 통합)

참고사항: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농어촌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정원 190명이

내. 그러므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학

생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 편의상 2로 

나누어 표시한 숫자임 

 

순천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ㅇ 차상위계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부 66.7

면접 33.3

안동대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

자 및 같은 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정원내 일반전형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 적용

인천대 수시2차

2010년 2월 및 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

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

- 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시설재원자

- 인문사회계열 : 수능성적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탐구1)중 2개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 자연계열 : 수능성적 4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

1)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이내

- 소비자아동, 패션산업학과 : 

수능성적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탐구1)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이내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전남대

(광주)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같은 조 제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영역, 지정

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

지 참조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관심사100(서 

  류평가 70, 면접 30)

전남대

(여수)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 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영역, 지정

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

조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입학사정관심사100(서 

  류평가 70, 면접 30)

전북대

수시1차

o 2012년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  5학기 

이상의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중 기초생활수

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와 그의 자녀

수능 반영 4개영역 중 2개영역의 

평균등급이 지정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100

-2단계 

 학생부와 제출서류 50, 

 심층면접 50

정시(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와 그의 자녀 학생부 50  수능 50

제주대 수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수급자 

포함)·차상위계층으로 시장· 군수·구청장

이 확인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차상위계층 

자기 확인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자

 인문, 법정, 경상대학: 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이상

의 2등급이내(야간 모집단위 제외)

- 사범, 수의학과, 간호학과: 언

어, 수리, 외국어 중 2개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3

등급, 수의예과는 2등급 이내(수

학교육과, 수의예과는 수리 "가"

형 응시자)

- 초등교육과: 언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의 영역 

등급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가

장 높은 2개 과목의 평균등급 적용)

-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

학, 자연과학대학, (수의학과 별

도적용), 공과대학: 언어, 수리, 

-1단계: 100

 학생부 교과60 

 서류 40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 

 개서, 추천서)



1444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탐구영역

은 2개 과목의 평균등급 적용

창원대 수시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호

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

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2과목)영역 중 1개영역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충남대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의예과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 합 8등급 이내

-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과학전

공)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 합 

10등급 이내

- 간호대학, 자유전공학부(과학

기술전공)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 합 12등급 이내

- 기타 대학 : 본교 지정 3개 영

역 등급 합 15등급 이내

-1단계(2배수)

 학생부교과성적 100

-2단계 

 학생부성적 80

 면접고사 20

충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

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위:가

형), 외국어(영어) 영역 중 2개 

6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60

  서류평가 40

*사범대

-1단계 60 서류평가 30, 

교직적성 10

한경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학생부 4등급 학교생활기록부 100

한  국

교원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

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

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및 그의 자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3등급이내

(탐구영역은 상위 성적 2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

-제1단계 학생부 100

-제2단계 

 학생부성적 80 

 심층면접 20

한  국

해양대

정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

녀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

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검정고시 합

격자 포함)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100

정시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

녀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

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검정고시 합

격자 포함)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단계 : 

 수능 60 

 학생부 비교과 및 서류 

 평가 40

-2단계 

 1단계 60  면접 40

한밭대 수시2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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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천의과학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기초생

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학생부 30

적성평가 70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기초생

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수능 100

가톨릭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해외고교출신자 제외)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구술 50

감리교

신학대
정시(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 20  수능 60

면접 10   성경시험 10

강남대 수시1차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

신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역경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극

복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

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1단계(5배수) 

 학생부 60 

 서류심사 40

-2단계 : 면접 100

강남대 정시(나)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

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20 

수능 8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2010년 2월 포

함) 졸업(예정)자로서, 2010년 9월 이후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2.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

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3.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

계층 학생으로서 2010. 9 ~ 2011. 8까지의 가구 

구성원 건강보험료 총 납부 평균액이 2011년 차

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

준 이하인 경우 ※ 20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

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추후 공지

※ 단,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평가 50 

 심층면접 50

건국대

(충주)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

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

위계층 학생으로서 2010.9월 ~ 2011.8월까지의 

가구 구성원 건강보험료 총 납부 평균액이 

20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경우

미적용

-1단계(4배수)

 -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 100

 1단계성적 30 

 서류 70(학생부 비교

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2010년 2월 포함)이

후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

학생부 교과 50 

수능 5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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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위계층 학생으로서 2010.12월 ~ 2011.11월까지

의 가구 구성원 건강보험료 총 납부 평균액이 

20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경우

건동대

수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복지

급여 수급권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

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자 포함) 

학생부 100

정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복지

급여 수급궍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

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자 포함) 

학생부 50

수능성적 50 

경기대

(수원)
수시1차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일 시작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 본인 및 자녀

- 1단계: 학생부(교

과)50+서류평가50(학생

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및 활동보고서)

- 2단계: 1단계성적50+

면접50

경기대

(서울)
수시1차

-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로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일 시작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 본인 및 자녀

- 1단계: 학생부(교

과)50 + 서류평가50(학

생부 비교과, 자기소개

서 및 활동보고서)

- 2단계: 1단계성적50 

+ 면접50

경운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

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1.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5

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

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위

생학과만 해당됨)

3. 수능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산성적

이 10등급 이내인 자(단, 군

사학과만 해당됨)

4.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3

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운항

학과만 해당됨)

학생부 90

면접 10

정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

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1.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5

등급 이내인 자(단, 간호학

과, 물리치료학과만 해당됨)

2. 수능시험 응시자(단, 치위

생학과만 해당됨)

3. 수능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중 2개영역 합산성적

이 10등급 이내인 자(단, 군

사학과만 해당됨)

4.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3

등급 이내인 자(단, 항공운항

학과만 해당됨)수

학생부 100

경원대 수시1차

2009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본인

 2) 차상위계층 자녀 및 본인

-1단계(5배수)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70 

       면접30

경일대 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대상자

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간호학과,응급구조학

과,사진영상학부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전모집단위(간호,응

급,사진 제외)

 학생부 100

경주대
수시1차

정시(가)

-「국민기초생활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수급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

한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자녀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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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희대

(국제)
정시(나)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2. 차상위복지급여(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

수당, 한부모가정지원)를 받고 있는 자

3.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구성원 전원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2011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

수능반영영역 중 1개영역 이

상이 3등급 이내

수능 50

서류평가 50

경희대

(서울)
정시(나)

 국내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2조 1의 ‘수급권자’ 또는 제2

조 11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

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

인 본인 또는 자녀

수능 반영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수능 50

서류평가 50

계명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경찰행정학과, 간호학과 : 수

능 2개영역(외국어영역 포함)

의 등급 합이 8 이내

-1단계(5배수 내외)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60

 심층면접 40

고려대

(서울)
수시2차

2010년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

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츠응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3)소년소녀가장 또는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2개영역이상 2등급 이내

-1단계(5배수 내외) 

 학생부(교과) 100

-2단계

 서류 50

 면접 50

고려대

(세종)
수시2차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

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소년소

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포함)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60

서류평가 40

관동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의학과 : 수능 수리가형영

역, 외국어영역, 과학탐구영

역(등급 우수 2과목의 평균등

급) 등급의 합이 4이내

- 간호학과 : 수능 수리(가/

나형)영역, 외국어영역, (사/

과/직)탐구영역(등급 우수 2

과목의 평균등급) 등급의 합

이 12이내

- 기타 모집단위 : 최저학력

기준 없음

*체육교육과 

 학생부 43.01

 실기고사 56.99

*기타 모집단위 

 학생부 100

광운대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 접수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②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20

수능 80

광주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기초생활수

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간호학과:언어,외국어(영어),

수리(가/나)영역중 2개영역등

급의 합이 7이내

유아교육과:언어,외국어(영

어),수리(가/나)영역중 2개영

역등급의 합이 10이내

간호,유아제외 모집단위:없음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기초생활수

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 50

면접 10  수능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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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광주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서 기초생활수

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 90

면접 10

광주여자대

수시

1,2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학생부 83 + 면접 17

국민대

수시1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1단계(3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정시(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학생부 30

수능 70

극동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50

면  접 50

정시(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50

수  능 50

김천대

수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교과 70

비교과(봉사 및 출석 

각10) 20  면접 10

정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교과 70 

비교과(출석20,봉사10) 

30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
수시

2010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조 제

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학생

고교 전학년 내신 이수과목 

1/2 이상이 5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60  서류 4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남부대
수시

1,2차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자녀 및 손 자녀 

나. 복지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중 건강

보험료의 최근1년 평균납부액이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경우 

간호학과 해당

*해당학과 

학생부 80  면접 20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20

남서울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차상위계층가구 자녀
학생부 100

단국대

(죽전)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

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차상위계층의 인정 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장애

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자인 경우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월 기준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제한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 30 

 서류 30   면접 40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차상위계층의 인정 범위

학생부 30

수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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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장애

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자인 경우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월 기준 '건

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 금액(모집요강 참조) 

이하인 경우

단국대

(천안)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①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

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

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②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은 

추후 홈페이지로 공지함) 

없음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30 

 서류 30   면접 40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①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

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

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②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금액은 

추후 홈페이지로 공지함) 

학생부 20 

수능 80

대    구

가톨릭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검정고시출신자 지원불가)

학생부 20

서류평가 80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그 자녀

(검정고시출신자 지원불가)

수능 100

대구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외

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는 지원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호)의 규정에 의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자녀

학생부 100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외

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는 지원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호)의 규정에 의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자녀

학생부 100

대구한의대 수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로 2008

년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중 1개

영역 5등급이내

(단, 한의예과는 언어/수리가

/외국어영역의 등급합이 6이

학생부 80

서류 20

(입학사정관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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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내. 간호학과는 언어/수리/외

국어 중 2개영역에서 4등급이

내.  중등특수교육과,임상병

리학과,물리치료학과는 언어/

수리/외국어 중 1개영역에서 

4등급이내)

대구한의대 정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로 2008

년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중 1개

영역 5등급이내

(단, 한의예과는 언어/수리가

/외국어영역의 등급합이 6이

내. 간호학과는 언어/수리/외

국어 중 2개영역에서 4등급이

내.  중등특수교육과,임상병

리학과,물리치료학과는 언어/

수리/외국어 중 1개영역에서 

4등급이내)

학생부 100

대불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 및 자녀 학생부 100

대신대 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로서 신학과 

지원자는 기독교 세례받은자

*신학과 

학생부 80  면접 20

*인문사회계열 

 학생부 100

*예능계열  실기 100

대전대
수시1차

정시(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

층”) 본인 또는 자녀
추후 확정 학생부 100

덕성여자대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

교 졸업(예정)인 여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가족, 차

상위계층 본인 및 가족)에 해당하는 자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특성화고교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학생부 11.14

심층면접 50.78

서류심사 38.08

동국대

(서울)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2010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서류 40  면접 60

동신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한의예과 : 수능 언어, 수

리, 외국어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 간호학과 : 수능 언어, 수

리, 외국어 영역 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탐

구(상위2과목 평균) 영역 중 2

개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유아교육학과,보건복지

대학(물치,방사선제외)

 학생부 80   면접 20

* 나머지 모집단위  

 학생부 100

동신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 졸업자및 2012년 2

월 졸업예정자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

위층에 해당하는 자

미적용

-1단계(300)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학생부비교

과,자기소개서등)

-2단계(100)

 1단계 성적 50

 심층면접 50

동아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생활능력 상실로 인하여 해당 거주지 주

민자치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된 소년·

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손·자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또는 손·자녀)

없음

-1단계 

 교과 70  비교과 30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 9.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사립대> -   1451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동양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수급

자 포함) 및 그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

층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 읍/면/

동장이 확인한 자 및 그의 자녀

 ③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자격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학생부 13.0

수능 87.0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수급

자 포함) 및 그의 자녀

 ②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

층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 읍/면/

동장이 확인한 자 및 그의 자녀

 ③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자격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학생부 13.0

수능 87.0

동의대 수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학생부 교과 100

명신대

수시

1,2차

1.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

급자로서 지정받은 자 및 그 자녀

3.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 자녀 

학생부 100(다만, 초등

특수교육과의 경우 학

생부 85, 면접 15)

정시(나)

1. 고등학교 졸업(에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

급자로서 지정받은 자 및 그 자녀

3.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 자녀 

 학생부 40

 수능 60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부 35

 수 능  50

 면 접 15

명지대

(용인)
수시2차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소

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생(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소년소녀가장인 자 또는 

가정위탁생인 자)/아동복지시설생활자(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하고 해당복지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차상위계층(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1단계 

 학생부 교과 50

 서류심사 50

-2단계 

 1단계성적 50

 면접 50

명지대

(서울)
수시2차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소

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생(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소년소녀가장인 자 또는 

가정위탁생인 자)/아동복지시설생활자(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하고 해당복지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차상위계층(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1단계(3배수)

 학생부 교과 50

 서류심사(학생부 비교

과 및 잠재력) 50

-2단계:학생부 

 교과성적 50

 면접 50

목원대
수시1차

정시(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3.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

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4.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학생부 100

목포가톨릭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수리,외국어)이 모두 6

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1/2 

이상이 6등급이내인자)

학생부 100

배재대
수시1차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

격 중 하나의 해당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

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교과 : 90

 학생부비교과(전공적

합도에 대한 입학사정

관의 정성적 평가)  10



1452   - Ⅳ. 특별전형 -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백석대 수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동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인 자

일반전형과 동일함.

상명대

(서울)
정시(나)

2010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생

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고등교

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소년ㆍ소녀 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포함)

수능 100

상지대 수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단계(3배수 내외)

 교과내신 40

 교과추이,비교과 6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30 자기소개서 10

상지대 수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부100

서강대 수시2차

- 고등학교 '11년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 포

함)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12학년

도 대학수능응시자

▷ 인문 : 언어,수리(가/나),

외국어,사탐(제2외국어/한문 

포함)/과탐 4개영역 중 3개영

역 2등급 이내

▷ 자연 : 언어,수리(가),외

국어,과탐 4개영역 중 2개영

역 2등급(단, 수리(가)/과탐 

중 2등급 1개 필수) 

*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의 

평균등급 적용

학생부 100

서남대

(남원)

수시

1,2,3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의예과: 언어, 수리(가), 외

국어(영어)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이면서 합산 등급이  6이

내이고,  과탐 3과목이 각각 

3등급 이내이면서 합산 등급

이 6이내인 자

학생부 100

의예과, 간호학과: 학

생부 100 면접 합/불

서남대

(아산)

수시

1,2,3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습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학생부 100

*치위생학과: 

학생부 100 면접 합/불

서울신학대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

상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이상

학생부60, 면접 40

*신학과 :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정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

상자

학생부20 수능 80

*신학과 : 학생부 20

 수능 70  성경 10

서울여자대 수시2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년소녀가정세대인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아

동으로 등재된 자로서 시군구청으로부터 2011. 

08.31 이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지정

받은 자

2)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2011. 08.31 

기준 만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자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및 가족

4)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및 가족

5) 다문화가정 자녀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

인 및 가족

6) 다문화가정 자녀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및 가족

수능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 

중 2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

이고, 언어, 외국어, 수리영

역이 모두 6등급 이내인 자

-1단계(3배수)

 학생부 62.5

 서류 37.5

-2단계 

 학생부 21.74

 서류 13.04

 심층면접 65.22

서원대 수시1차

-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및 자녀

학생부 100



- 9.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사립대> -   1453

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선문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1단계

 서류평가 20 

 학생부 80

-2단계

 1단계 50   면접 50

성공회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

위계층 학생으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

로 최근 12개월 이상 동안 평균 납부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총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계층 확

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중 1

개등급이 4등급이내
학생부100

성균관대 정시(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녀

-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및 자녀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등

-인문계 : 언,수,외,탐 중 3

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자연계 : 언, 수리(가), 외, 과

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수능 70

학생부 30

성신여자대 정시(가)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부모 또는 본인을 수급

자로 인정한 자 (소녀가장 포함)

* 차상위 계층

- 인문계 및 자연계 : 수능 3

개 지정영역 중 2개 이상 4등

급 이내 또는 1개 영역이 3등

급 이내일 경우 나머지 영역

은 5등급 이내인 자 

- 간호학과 : 수능 3개 지정

영역 중 2개 영역이 각각 3등

급 이내  또는 1개 영역이 2

등급 이내일 경우 나머지 1개 

영역은 4등급 이내

수능 100

세명대 수시1차

2008년 2월 - 2012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기초생활수

급자 본인 및 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

녀"

제한없음 학생부 교과 100

숙명여자대 정시(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

녀
수능 2개 평균 3등급 이내

수능 70

학생부 30

순천향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졸

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및 그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및 그의 자녀

적용하지 않음(단, 간호학과

는 수능 언수외탐 중 우수 3

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

학생부 70 

서류 30

숭실대 정시(가)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수능 50 

서류종합평가 50

신라대

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정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100

아  세  아

연합신학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 및 그 자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은 학생

주간학과:수능응시자

신학과(야):고교졸업(예정)자

*주간학과

학생부 30, 수능 30, 

면접 30, 성경고사 10, 

인성검사(합격/불합격)

*신학과(야)

학생부 30, 면접 60, 

성경고사 10, 인성검사

(합격/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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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아주대 정시(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

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수능 언어,수리(가/나),외국

어,탐구(사탐/과탐) 4개 영역 

모두 응시한 자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연세대

(원주)
정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국내외 정규 고등

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고

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인문/사회: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탐구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자연: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의예:언어,수리(가),외국어,과

학탐구 영역 중  1등급 3개이상

일괄합산 학생부 50 수

능 50

연세대

(서울)
수시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 이후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

는 자 (전문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

자는 제외)

1. 출신 고등학교장추천자

2. 우리대 소속지역(서울 서대문구, 인천시, 

원주시)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인문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회(과학)탐구 중 2

개 영역 2등급 이내

자연 :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등

급의 합이 5 이내(수리 또는 

과학탐구 중 하나 이상이 2등

급 이내이어야 함)

의치: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1

등급

※ 탐구과목 등급은 상위 2과

목 평균등급임

※ 과학탐구가 반영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과목

에 물리 또는 화학 과목이 포

함되어야 함

학생부 교과 50

서류 50

영남대 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고등학교 전 교

육과정 동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자
면접고서 성적 60 이상

서류 40

면접 60

영남신학대
수시

정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본인 및 그 자녀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영산대

(경남)
수시1차

1.(간호/물리/치위생 제외)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나.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계

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2.(간호/물리/치위생)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

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나.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계

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1. 없음

2. 있음(언어,외국어(영어),

수리,탐구영역중 2개영역이 4

등급이내)

학생부 100

영산대

(부산)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나.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차상위계

층에 속하는 자 또는 자녀)

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학생부 100

예수대 수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따른 수급권

자 및 같은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 본인 및 또는 그의 자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

층 본인 또는 그의 자녀  

간호학부 : 수능 3개영역 합

이(직탐, 제2외국어제외) 13

등급이내인자(13등급포함) 

   단, 수리가형 선택자는 합

이 14등급 이내(14등급포함)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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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예수대

정시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따른 수급권

자 및 같은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 본인 및 또는 그의 자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

층 본인 또는 그의 자녀  

학생부 40

수능 60

정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따른 수급권

자 및 같은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 본인 및 또는 그의 자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

층 본인 또는 그의 자녀  

간호학부 : 수능 3개영역 합

이(직탐, 제2외국어제외) 13

등급이내인자(13등급포함) 

   단, 수리가형 선택자는 합

이 14등급 이내(14등급포함)

학생부 40

수능 60

예원예술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 또는 자녀

학생부, 입상실적, 자

격증 중 택1 70

면접 30

우석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자

한의예과 : 언,수리가형,외국

어 영역의 합이6등급이내자
학생부 80

면접 20

수시2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

층에 해당하는 자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 언

어,수리, 외국어 영역중 한개

가 5등급 이내자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자

수시인원 이월 시 작업치료학

과 : 언어,수리, 외국어 영역

중 한개가 5등급 이내자

학생부45

수능 45

면접 10

울산대

수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

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 언

어, 수리, 외국어, 과탐(2과

목) 영역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서류심사 20 

 심층면접 40

정시(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

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 언

어, 수리, 외국어, 과탐(2과

목) 영역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학생부 70 

면접구술고사 30

원광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

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추후공지
일반전형과 동일

(의약학계열)

-1단계 학생부, 자기소 

 개서

-2단계 : 1단계+면접

정시(가)

국내 고교 2011년 2월이후 졸업(예정)자로서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추후공지 일반전형과 동일

위덕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

녀
학생부100

을지대

(성남)

수시1차

정시(다)

1. 2011년2월 고교졸업자 및 2012년2월 고교졸

업예정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

녀(특성화,예체능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정 이수자 제외)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을지대

(대전)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특성화, 예체능계고

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실업과

정 이수자 제외)

*수능수리,탐구(과/사),언어,

외국어영역 2개 영역이상 4등급

(단, 탐구영역의 과목은 상위 

2과목의 평균적용)

-1단계(5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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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을지대

(대전)
정시(나) 수시와 동일 수시와 동일

정시 일반전형과 동일

단, 수능반영영역에서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반영함.

이화여자대 정시(가)

1.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

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

부, 무용과,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체육

과학부는 해당 반영영역에만 응시한 자도 지원 

가능함.

인문계열전모집단위,의류학

과: 언어,수리'가/나',외국

어,사탐/과탐 중 1개 영역이

상 2등급 이내면서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언

어,수리'가',외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과학교육과: 언어,수리'가/나

',외국어,과탐 중 1개 영역이

상 2등급 이내면서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언어,수리'가',

외국어,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면서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과,보

건관리학과: 언어,수리'가/나

',외국어,사탐/과탐 중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예체능계열(의류학과제외): 

언어,수리'가/나',외국어,사

탐/과탐 중 1개 영역이상 3등

급 이내

인문,자연계열전모집단

위,의류학과: 학생부

30,수능40,서류15,면접

15

예체능계열(의류학과제

외):수능40,서류10,실

기50

인하대 수시1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소속 

고등학교의 교사추천을 받은 국내 일반 고교

(특목고포함) 졸업예정자[정확한 지원 자격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없음

-1단계

 학생부 80

 서류평가 2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장로회신학대

정시(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

층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총 납부 평균액이 

2011년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경우

수능 20

실기 80

정시(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

층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총 납부 평균액이 

2011년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경우

수능3개 영역이상 4등급이내 수능 60

학생부교과성적 40

전주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 및 자녀

학생부교과 60

서류(비교과,자소서)40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 및 자녀

학생부 100

조선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

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1호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산

출 평균 등급이 7.0 이내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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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중앙대

(안성)
정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세한 모집요강 참조

1단계(일정배수-차후공

지): 서류평가 100, 2

단계: 서류 및 면접 종

합평가 100

중앙대

(서울)
정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세한 모집요강 참조

없음

1단계(일정배수-차후공

지) : 서류평가 100, 2

단계 :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 100

차의과학대 수시

1. 국내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o 건강과학대학

수능 외국어(영어), 수리(가/

나형 선택) 중  1개 영역 2등

급 이내

o 의생명과학대학

수능 수리(가형) 2등급 이내

학생부 60

면접구술 20

서류 20

청주대 수시2차

1. 소년소녀가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

한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3.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이상 생활한 자

4.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5.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있지 않는 차상위계

층 학생

교과 100

초당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의 자녀

간호학과 : 수능 언어,수리,

외국어 영역중 2개 영역 합이 

10등급이내

치위생학과 : 수능 언어,수

리,외국어 영역중 2개 영역 

합이 12등급이내

*군사학과 

 학생부 70  면접 30

*그외학과 

 학생부 100

정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없음

*군사학과 

학생부 30

수능 40  면접 30

*간호학과,치위생학과 

학생부 50  수능 50

*그외학과  학생부 100

평택대 수시1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차상위

계층 제외)

- 고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한국국제대
수시1차

정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

초생활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위 계층

*물리치료학과, 방사선

학과, 간호학과

학생부 90  면접 10

한국기술

교 육 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 본인 

및 자녀  

-1단계(4배수)

 학생부 40

 비교과영역 60

-2단계 

 1단계 40 심층면접 60

한국외국어대

(용인)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인문계열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사회/과학), 제2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사탐/과탐은 상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상이어야 

1개 영역으로 인정) 

*자연계열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

학탐구, 제2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과탐은 상

위 2개 과목 이상 3등급 이상이

어야 1개 영역으로 인정) 

*수학과는 반드시 수리 '가'

형에 응시하여야 함

수능 100

한국외국어대

(서울)
정시(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고등학

교 졸업(예정)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사회/과학), 제2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사탐/과탐은 상위 2개 

과목 이상 2등급 이상이어야 

1개 영역으로 인정)

수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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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국항공대 정시(다)

본교 지원학부(과)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

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

층 학생으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

개월 이상 동안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

래 기준 이하인 경우(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

료 총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수능 100

한남대 수시1차

ㆍ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 받는 자(외국교육과정이수자 제외)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

한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

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자 중 하

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 또는 가구

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액 이하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한동대 수시2차

o 2008년 2월 이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또는 본인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 중 한 영역이 3등급 이

내

-1단계(일정배수)

  서류심사 100

-2단계

  서류심사 50

  면접구술고사 50

한라대

수시1차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수급권자 본인 및 그의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의 자녀

학생부 65.5

면접 34.5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수급권자 본인 및 그의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의 자녀

학생부 65.5

면접 34.5

한려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부 100

한림대

수시1차

기회균형선발전형(광역단체장추천)

아래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자

가. 2012년 2월 강원지역 고교 졸업예정자(검

정고시출신자 지원불가)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복

지급여수급가구)

다. 강원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의예과는 학생부가 없거나, 학생부가 있

더라도 교과 성적 중 각 교과목별 석차 또는 

등급이 없는 자는 지원 불가

· 인문대/사회대/경영대/자

연대/공과대 : 수능 4개영역 

중 4등급 1개영역과 5등급 1

개영역 이내

· 의예과 : 과학탐구(3과

목), 외국어(영어) 모두 1등

급 이내

· 간호학부: 수리(가/나) 외

국어(영어)모두 3등급 이내

(탐구 최고 2과목 평균, 직업

탐구 제외)

· 국제학부 : 외국어(영어) 

3등급 이내

학생부 50

면접 50

수시2차

2007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세부 자격요건은 홈페이지 참조)

없음

-1단계 :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30

면접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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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서대 수시1차

1.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1년, 2010

년, 2009년, 2008년 졸업자 중 가 ～ 나항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

인 및 자녀

  ※ 차상위계층의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

학생부 100

*항공관광학과

 학생부 31.82

 면접 68.18

한신대
수시1차

정시(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5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소년소녀가장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인 자녀

 ㉱ 아동보호시설에 재원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의료급

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급

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가구의 월 건

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 금액 이하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없음 학생부100

한양대

(ERICA)
정시(나)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으로 우리대학이 정

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2012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단, 각 계열별로 

지정된 수능영역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있음 수능 50 + 서류 50

한양대

(서울)
정시(나)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예정)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으로 우

리대학이 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을 충족한 자

* 인문/상경계 : 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

내

* 자연계 : 언어, 수리

‘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내

(단, 수리‘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드시 포함)

수능 50 + 서류 50

한중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본

인 및 자녀
일반전형과 동일

협성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의 원서접수일 

까지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100

정시(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의 원서접수일 

까지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100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본교의 원서접수일 

까지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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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호남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해당없음.(단,간호학과,물리

치료학과,유아교육학과 제외)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영역 

4등급이내 및 언어 / 수리영

역중 1개영역이상 5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 수능 외국어 

영역 4등급 이내

유아교육학과 : 수능 언어,수

리,외국어영역중 1개영역 5등

급 이내

학생부 100

호서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

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1단계 

 학생부 50

 자기추천서 50

-2단계 : 면접 100

호원대 수시1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자활급

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원서접수 마감

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상 동안 건강보험료 평

균납부액이 기준이하(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

료 총 납부 실적을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생부 70

면접 30

홍익대

(서울)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

거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및 자녀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

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

수능 70 

다면평가 30

홍익대

(조치원)
정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

거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및 자녀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

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 

-수능70+ 다면평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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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

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공주교육대 정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의 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산이 13등급 이내

학생부(27),수능(70),면
접구술(3)

광주교육대 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의 자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의 합이 13등급 
이내

1단계(학생부교과70,학
생부비교과30)
2단계(1단계50,심층면접
50)

대구교육대 정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등급, 수리영역 등
급, 외국어(영어)영역 등급, 
탐구영역 3과목 등급의 합산 
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30
 과제쓰기 30
 심층면접 40

부산교육대 정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
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
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
층 학생으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기준

수능 4개영역 합이 16등급 이내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서울교육대 수시

o 2011.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
업예정자 제외)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자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
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
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적용

o 학생부 25
o 서류 25
o 심층면접 50

※ 2단계 전형

전주교육대 정시(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의
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  능: 
60, 면  접: 10

진주교육대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
서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 및 동
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자격조건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
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
계층 학생 
-자격조건: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
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3) 이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
용함

없음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심층면접 100
-3단계  서류검증
-4단계  종합평가

청주교육대 정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및 같은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
인 또는 자녀

-수능 4개영역 합산 평균등급
이 5등급 이내인 자

-일반전형과 동일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 부여)
기초생활수급자 2단계 
전형 총점에 2점 가점 
부여

춘천교육대 수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

수능 4개영역(언어,수리,외국
어,탐구)의 등급합산이 12등
급 이내(탐구영역은 상위 2과
목의 평균등급) 

학생부90, 면접10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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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강  릉

원주대

수시

 2011년 2월 이후(포함) 졸업(예정)자로 장애
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
고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한 자

*인문사회계열: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영어영문학과: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15등급 이내
*자연공학계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합이 20등급 이내
*독어독문학과, 예체능계열, 원
주캠퍼스(문화대학,과학기술대
학): 제한없음 (단,수능은 응시
하여야 함)

학생부 100

정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학력소지자 중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조 제1항에 따 
라 본 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
정자 
 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1년이상 이
수자 포함)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한없음(단, 수능은 응시를 하
여야 함)

학생부 30  

수능 70

강원대

(춘천)
수시2차

- 2009.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규
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병
변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우리 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학생부 100

강원대

(삼척)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자

 - 전체모집단위(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치위생
학과,방사선학과,안경광학과,응
급구조학과,작업치료학과,제외) 
: 미적용(단, 수능은 응시하여
야 함)
 - 식품영양학과,간호학과,물리
치료학과,치위생학과 : 수리 또
는 외국어 5등급 이내
 -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 
수리 5등급 이내
 -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 외국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경북대

(상주)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
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
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미정 학생부 100

경북대

(대구)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
인(1급~4급)으로 시·군·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
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1급~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미정

학생부 교과 100

*음악-국악학과

 학생부 20

 실기고사 80

*미술학과  실기100

경상대 수시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인으
로 본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사범대학은 지체부자유 장애만 
해당됨.)

한문학과,독어독문학과,불어불
문학과,러시아학과 : 언어,수
리,외국어(영어),탐구,제2외국
어/한문 영역 중 1개영역이 5등
급이상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정
치외교학과,행정학과,사회복지
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경영정
보학과,국제통상학과,회계학과,
법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

학생부 80

면접 20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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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어),탐구 영역 중 2개영역이 5
등급 이상
수학과,정보통계학과,컴퓨터과
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
어),탐구영역 중 2개영역이 6등
급 이상
일반사회교유과 : 언어,수리,외
국어(영어),탐구 영역 중 2개영
역이 4등급이상

공주대 수시2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포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본 대학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학생부 90

면접 10

군산대

수시1차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중 우리 대 수학 지장이 없는 자
 ②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자
   ※ 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자
격 유ㆍ무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군산대특별
전형자격심사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고, 입학
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함

-1단계

 학생부 70  기타 30

-2단계 

 면접고사 40

 기타 60

정시(가)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중 우리 대 수학 지장이 없는 자
 ②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자
   ※ 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자
격 유ㆍ무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군산대특별
전형자격심사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고, 입학
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함

학생부 100

목포대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뇌병
변 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우리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1급 ∼
4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
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한 
1급 ∼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학생부 100

(교과 90,출석 10)

부산대 수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
체, 지체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가족부 등
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
이 되어 있는 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하여 
공지함.

-1단계 : 면접구술고

사 대상자 선발(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

   - 학생부 700점

(교과 600점, 비교과 

100점) 

 -2단계(최종): 모든 

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교과600점, 비

교과100점, 면접구술

고사300점)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

하여 고득점자 순으

로 선발

서울대 정시(나)
우리대학 특수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인문. 자연계열: 4개 영역중 2
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미대: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단, 디자인학부는 4개 영
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
내)
-체육교육과: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음대: 3개 영역(언어,외국어,탐
구)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
내(단, 작곡과는 4개 영역 중 2
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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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서  울

시립대
정시(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급~3급)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상이등급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
하여 1급~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
회탐구(2과목 이상) 영역 중 3
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서류(수능,학생부 포

함) 40

면접 60

인천대 수시2차

2010년2월이후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3급) 등록
을 필하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중 지체장애
(뇌병변 포함) 가 있는 자로서 우리대학에서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인문사회계열 : 수능성적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탐구 1)중 2개영역 이상이 4등
급이내
- 자연계열 : 수능성적 4개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 
1)중 2개영역 이상이 5등급이내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60

  면  접 40

전남대

(광주)
수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1급~6
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2.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
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급~6급 기준에 상응하는자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영역중 지
정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전 모집단위(미술학

과 제외)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

심사 100(서류평가 

70, 면접 30)

*미술학과(한국화,서

양화,조소,시각디자

인전공)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성적 30

 입학사정관심사 20

 실기 50

전남대

(여수)
수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 규
정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로서 우리 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
정한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1
급~6급)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되어 있거나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
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급~6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영역, 지정
등급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1단계 : 학생부 100

-2단계 : 

 입학사정관심사(서 

 류평가 70

 면접 30)

전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
에 해당되는 자

수능반영 4개영역 중 2개 영역
이 모집단위별 지정등급 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
에 해당되는 자

학생부 50 

수능 50

제주대 수시2차

아래의 ①～②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1~4등
급) 등록(보건복지가족부)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인문,법정,경상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6등급 이내
-사범대학,수의학과,간호학과 :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 이
상의 영역 등급이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4등급, 수의예과는 3
등급 이내(단, 수학교육과, 수
의예과는 수리 “가”형 응시
자)
-초등교육과 : 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영역 중 3개 이상 
의 영역 등급이 4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대학, 해양과학대
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등급이 7등
급 이내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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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창원대 수시

1)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본 대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및 종전법령에 의
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
정한 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국가보훈처 등
록)이 되어 있는 자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중 1
개영역 또는 탐구영역 1개과목
이 5등급 이내(단, 특수교육과
는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충남대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
(제1급~제6급)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본교 지정 3개 영역 등급 합 15
등급 이내

-1단계( 2배수)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성적 80

 면접고사 20

충북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로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등급표에 제1～4등급으로 되어 있
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중 장
애인복지법 제1~4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수능 언어, 수리(인문계 모집단
위:가/나형, 자연계 모집단위:
가형), 외국어(영어) 영역 중 2
개 4-6등급 이내

1단계: 학생부 80점

(100)

2단계: 1단계 60, 서

류평가 40

사범대는 1단계 60, 

서류평가 30, 교직적

성 10

충주대 수시2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없음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
과는 학생부반영 4등급 이내)

학생부 100

한  국

체육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을 필(장애 3
등급 이내)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
이 정하는 자로서 체육교과목 실기수업이 가능
한 자

수능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중 3개영역 이상 
6등급 이내 
(탐구영역은2과목평균등급)

특수체육교육과 : 학

생부 30, 수능 45, 

면접 10,

경기입상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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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가톨릭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

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1~3급인 자

인문계 모집단위는 수능시험 언

어,외국어영역이, 자연계모집단

위는 수리, 외국어영역이 각각 

4등급 이내. 단, 디지털미디어

학부의 경우 언어, 수리영역이 

각각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능 30

면접구술 40

감리교

신학대
정시(나)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자 등록을 필하고, 특수

교육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각장

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기

독교 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자

수능 1과목 5등급 이상

학생부 20

수능 60

면접 10

성경시험 10

강남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

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장애가 있다고 인

정된 자(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포함)로서 역경을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 자

학생부 40 

면접 60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

여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장애가 있다

고 인정된 자(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포함)

학생부 20

수능 80

건국대

(서울)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의해 등록(1~3등급)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등록(1~3급)이 되어 있는 자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탐

구(사회/과탐) 영역 중 2개영역 

평균 3.5등급 이내

면접고사 70

학생부 30

건국대

(충주)
수시2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

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지체장

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
개영역[언어영역, 수리(가/나)
영역, 외국어 영역 및 탐구(사
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한과목 적용)영역] 중 우수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건양대 수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4조에 의거 대

학의 장이 인정한자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
과 : 최저학력기준 없음
-작업치료학과 : 
 수능성적 5개영역 중 최고 3개
영역의 합산등급이 15등급이내
[*탐구영역은 최고 2과목 평균
(단, 직업탐구영역은 인정 안됨)]

학생부 60

면접 40

경희대

(국제)
정시(다)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1.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
을 필한 장애 1~6등급 해당자

수능반영영역 중 1개영역 이상

이 3등급 이내
수능 100

경희대

(서울)
정시(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본교 특
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로 선정된 자여야 합니다.
- 국내 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 1~6등급 해당자

수능 반영영역 중 1개 영역 이

상이 3등급 이내
수능 100

고려대

(서울)
정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지원자격을 충족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
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1급～6급)
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
자(국가보훈처 등급)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2개영역 2등급
수능 80 

면접 20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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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고려대

(세종)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1

급~6급)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

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

는 자

수능 반영 영역 중 1개 영역 이

상 3등급 이내
수능 100

그리스도대 수시 지체장애자로서 학업이 가능한 자 수능언어영역 6등급이상
학생부 50

면접 50

극동대

수시1차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으로서 본교의 특수교육대상사 자격 심사를 거

친자로서 해당학과의 학습능력이 가능한자

학생부 50

면  접 50

정시(나)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으로서 본교의 특수교육대상사 자격 심사를 거

친자로서 해당학과의 학습능력이 가능한자

학생부 30

수   능 30

면   접 40

나사렛대

수시1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한 장애가 있는 자 

-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등록)로서 

고등교육수학능력이 있는 자. 

※ 특정장애유형만 지원가능한 모집단위

 청각(수화통역학, 캐릭터디자인학, 플라워조 

 경디자인학)

 시각,지체(점자문헌정보학), 

 지적(재활자립학과)

면접점수의 80점이상을 면접관 

모두에게 얻어야함

-면접100(50), 학생

부50(0) 등 학과별 

반영비율 차이 있음.

-자기소개서 등 서류

는 면접시 참고자료

로 활용.

-재활자립학과는 다

단계전형(1, 2단계 

면접100)

정시(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한 장애가 있는 자 

-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등록)로서 

고등교육수학능력이 있는 자. 

※ 특정장애유형만 지원가능한 모집단위

 청각(수화통역학, 캐릭터디자인학, 플라워조

경디자인학)

 시각,지체(점자문헌정보학), 

 지적(재활자립학과)

면접점수의 80점이상을 면접관 

모두에게 얻어야함

정시 반영비율은 추

후 안내

*특수체육학과 

면접 100

남부대 수시1차

일반학생 전형 자격기준을 만족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

비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없음
학생부 80

면접 20

남서울대 수시1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수교육대상자

수능응시영역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중 최소 1개 영역이 7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100

단국대

(죽전)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을 필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한 특별

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각 장애영역별로 

1~5급 장애 판정을 받은 자) 

②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①항 

4ㆍ6ㆍ10ㆍ12ㆍ1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6조

의 4 ①항 중 1~5급에 해당하는 자(상이자)

<인문ㆍ자연>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4개) 중 2개 영역(탐

구영역은 2과목 평균)이 4등급 

이내

<사범대학>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4개) 중 2개 영역(탐

구영역은 2과목 평균)이 3등급 

이내

<예능계열> 모집단위별 수능 반

영영역 중 2개 영역(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이 5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능 4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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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대구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이 되어있는 자 중 시각, 청각, 언어(의사소통

장애), 지체부자유(뇌병변 포함)의 장애가 있

는 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 등록된 자)

최저학력기준은 본교 결정후 홈

페이지 공지
학생부 100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이 되어있는 자 중 시각, 청각, 언어(의사소통

장애), 지체부자유(뇌병변 포함)의 장애가 있

는 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 등록된 자)

최저학력기준은 본교 결정후 홈

페이지 공지
수능100

동국대

(경주)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시각, 청각, 언어장애자를 제외한 지체부

자유자(뇌성마비 포함)중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

4호에 의거,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특수

교육대상자특별전형” 대상자로 본교에서 심사

하여 선정된 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이 모두 4등급 이내인 

자

수능 100

동국대

(서울)
정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

서마감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등급 해당자중 고등교

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의거 2012학년도 대

학입학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상자

로 본교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자

언어/외국어 영역 모두 3등급 

이내
수능 100

동명대 수시1차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자로 확인 된 자

학생부 100

루터대 수시1차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본 대학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학생부 60

면접 40

명지대

(용인)
수시2차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우리 대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을 위촉

하여 실시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로서 우리 대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명지대

(서울)
수시2차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우리 대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을 위촉

하여 실시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로서 우리 대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학생부 교과 50

 면접 50

목원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종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로서 본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언어, 외국어,수리영역 중 1개 

영역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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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배재대 정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기

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

록을 필한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

록)는 지원 가능]

 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0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본교 특수교육대

상자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최저학력기준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외국

어, 수리(가/나), 탐구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교과  90

학생부비교과  10

삼육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

록되어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

조의 규정에 의거한 학습이 가능한 장애인

수능 2개영역 5등급 이내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미술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60  면접 10

정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

록되어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

조의 규정에 의거한 학습이 가능한 장애인

수능 2개영역 5등급 이내

면접 - 면접위원 4명 중 두명 

이상에게 최하등급 E(10등급)를 

받으면 불합격 처리

학생부 40  수능 50 

면접 10

*음악 학생부 10

 실기 80  면접 10

상명대

(서울)
수시1차

2010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

수교육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

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제1항 관련)

제4호에 의한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제2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

인문계 :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영역 중 2개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50

논술고사 50

상명대

(천안)
정시(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을 필하고,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으로서 본교의 총장

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장한 자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자 

중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

역(과목)의 백분위 성적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 3개영역 등급 평균이 5등

급 이내

학생부교과 30

수능 30

실기고사 40

서강대 정시(나)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중 ‘12학년도 대학

수능응시자로서

* 장애등급,상이등급(국가보훈처등록) 1~3등급

에 해당하는자

▷ 인문 : 언어,수리(가/나),외

국어,사탐(제2외국어/한문 포

함)/과탐 4개영역 중 3개영역 3

등급 이내

* 단, 언어/수리(가,나)/외국어 

3개영역 모두 4등급 이내

▷ 자연 : 언어/수리(가)/외국

어/과탐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 단, 언어/수리(가)/외국어 3

개영역 모두 4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과목 이상 응시

해야 하며, 등급산정은 상위 2

과목의 평균등급 적용

수능 75

학생부 25

서  울

신학대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자로 별도

의 학교 및 해당 학과의 지원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 자

면접고사 총배점의 60 이상

학생부 60  면접 40

*신학과 

학생부 50 면접 40

성경 10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

급자(국가보훈처 등록) 자로 별도의 학교 및 

해당 학과의 지원 없이도 학습이 가능한 자

학생부20 수능 80

*신학과 

학생부 20  수능 70 

성경 10

서  울

장신대
수시

1.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

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신학과 지원자는 2011. 2. 28. 이전에 세례

(유아세례 받은 자는 입교한 자) 받은 자

3. 담임목사추천서(본교서식)를 받은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해당 학과의 학습능력이 가능한 자

*신학과, 사복과 

 면접 100

*교음과  실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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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성균관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자(1~3

급) 등

-인문계 : 언,수,외,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자연계 : 언, 수리(가), 외,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이

내

수능 70

학생부 30

숙  명

여자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에 의한 상이등급자

[인문계, 자연계]수능 2개 평균 

3등급 이내

수능 70

면접 30

숭실대 수시1차 -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적용(2012학년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참조)

-1단계(3배수이내) 

서류종합평가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면접 40

신라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

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시각장애, 청각장

애,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대상자

없음

-1단계 

 학생부교과 60

 학생부비교과 40

-2단계 

 학생부교과 30 

 학생부비교과 20 

 서류심사 20 

 면접 30

아주대 수시1차

가. 2010년 2월,이후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

업자 포함]

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로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기졸업자 포함)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20

 심층면접 80

연세대

(원주)
정시(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급부터 3급까지만 

인정)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

자로 등록(1급부터 6급까지만 인정)되어 있는 

자

인문/사회: 언어, 수리(가) 또

는 (나), 외국어, 탐구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자연: 언어, 수리(가) 또는 

(나),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3등급 이내 1개 이상

*의예: 언어, 수리(가), 외국

어, 과학탐구 영역 중  1등급 3

개 이상

학생부 50 

수능 50

영동대 수시1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

여 영동대 총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한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

의 장애가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전교과 평균4등급이내
학생부 80

면접 20

영동대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

여 영동대 총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한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

의 장애가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수능성적 상위 3과목 합 18등급 

이내

학생부 50

수능 50

예  원

예술대

수시1차

정시(다)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자

ㆍ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포함), 정서장애(자폐성포함), 언어

장애, 학습장애가 있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호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청 등록)

학생부, 입상실적, 

자격증 중 택1 70

면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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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용인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

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

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파랄림픽 및 국제경기 또는 장애인 전국체전 

3위 이내 입상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ㆍ외국어ㆍ탐구영역(2

과목)이 모두 7등급 이내인 자

학생부 30

수능 40

면접 적ㆍ부판정(실

기능력)

입상실적 30

우석대 수시1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중 특수교육

대상자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50

학교생활기록부 비교

과영역 및 자기추천

서 50

-2단계: 

 1단계성적 50

 심층면접 50

우석대 수시2차
국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중 특수교육

대상자

유아특수교육과:언,수,외국어 

중 한개가 5등급 이내자

학교생활기록부 80

면접 20

이  화

여자대
정시(가)

1. 2012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이화여자대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

부, 무용과,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체육

과학부는 해당 반영영역에만 응시한 자도 지원 

가능함.

인문계열전모집단위,의류학과: 

언어,수리'가/나',외국어,사탐/

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등급 이

내면서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

내

자연과학대학,공과대학: 언어,

수리'가',외국어,과탐 중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과학교육과: 언어,수리'가/나',

외국어,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

등급 이내면서 1개 영역이상 3

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언어,수리'가',외

국어,과탐 중 1개 영역이상 2등

급 이내면서 1개 영역이상 3등

급 이내

간호과학부,식품영양학과,보건

관리학과: 언어,수리'가/나',외

국어,사탐/과탐 중 2개 영역이

상 3등급 이내

예체능계열(의류학과제외): 언

어,수리'가/나',외국어,사탐/과

탐 중 1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인문,자연계열전모

집단위,의류학과: 

학생부 30 수능 40

서류 15  면접 15

예체능계열(의류학과

제외):수능 40 

서류 10  실기 50

인    천

가톨릭대
정시(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

서 본 대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청각

장애자(청각장애자외 중복장애자 지원불가)

학생부 40

실기고사 60

장로회

신학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부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 20

실기 80

정시(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보건복지부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

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수능3개 영역이상 5등급이내 수능 60

학생부교과성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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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전주대 수시2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체부자유(뇌병변장애자 포함)의 장애 또

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상

이등급자)

해당사항없음 학생부100

조선대 수시2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한 자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

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

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기타 장애가 있

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청 등록)

1. 행정ㆍ복지학부 : 2012학년

도 수능 언어, 수리(가형 또는 

나형), 외국어(영어)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평균이 5.0 

이내

2. 컴퓨터공학부 : 2012학년도 

수능 언어, 수리(가형 또는 나

형), 외국어(영어)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평균이 6.0 이

내(수능 수리영역 가형 응시자

는 수리영역 등급 적용 시 1등

급 상향적용)

학생부 71.4

면접 28.6

중부대 수시1차

1.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검정고시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 중 지체부자유

자(시각, 청각, 뇌성마비제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을 필한 자로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서 인정한 자.

학생부 80

면접 20

중앙대

(안성)
정시(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수능 반영영역 중 1개영역 3등

급 이내

(탐구영역은 상위 2개과목 평균 

기준)

수능100

중앙대

(서울)
정시(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수능 반영영역 중 2개영역 2등

급 이내(탐구 과목은 최고점 두

과목 평균 기준)

수능 100

중원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각장애, 청가가장애 또는 지체부자유(뇌성마

비포함) 등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졸

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

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면접 100

총신대 수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

록을 필하고,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한 장

애인

본교 수능반영 3개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각각 6등급 이상인 

자

학생부 60

면접 40

침  례

신학대
수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2년도 2월 졸업예정 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교단 및 복

음적인 개신 교단에 출석하고 있는 자. 신학

과, 기독교교육학과는 침(세)례 받은 자로 아

래의 1에 해당하는자

1. 장애인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교

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

자로 선정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자.

인문사회 : 학생부 

70, 면접 30

예능 : 실기 70, 면

접 30

한  국

성서대
수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70

면접 30

한남대 정시(가)

ㆍ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는 자(외국교육과정이수자 제외)로 2012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미술교

육과, 예체능계, 글로벌 제외)

ㆍ해당학과 : 언어,수리(가/

나),외국어(영어)중 1개 영역 6

등급 이내

ㆍ사범대학 : 언어,수리(가/

나),외국어(영어)중 1개 영역 3

등급 이내

면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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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한림대 수시2차

*2007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

고, 특수 교육진흥법 제 10조에 의하여 특수교

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입학사정관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30

 면접70

한양대

(ERICA)
정시(나)

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

고 계열별로 지정된 수능영역을 응시하였으며

1) 201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나.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한 장애등급 1, 2, 3 등급 해당자로서,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또는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의한 상이등

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수능 50 

서류 50

한양대

(서울)
정시(나)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예정)자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우리대학이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

였으며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

록을 필한 장애등급 1, 2, 3 등급 해당자로서,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또는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의한 상이등

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인문/상경계 : 언어, 수리

‘나’, 외국어, 사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 자연계 :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이내(단, 수리

‘가’ 또는 과탐 영역을 반드

시 포함)

수능 50 

서류 50

한  일

장신대

수시1차

정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

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등.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

훈청 등록)

없음

*신학부

 학생부 80 면접 20

*사회복지학부,인문

사회과학부,예술학부 

미술치료학

학생부 100

*예술학부 음악․교회

음악학:

 학생부 40 면접 10

 실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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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경인교육대 정시(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

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우리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

회에서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 청각장

애인, 지체부자유 장애인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13 이내인 자

학생부 교과 6.67

수능 83.33, 

면접 10

공주교육대 정시(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로, 우리 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

리, 외국어 영역 성적 등급 합

산이 13등급 이내

학생부 27

수능 70

면접구술 3

광주교육대 수시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기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

국어, 탐구)의 합이 13등급 이

내

-1단계

 학생부교과 70

 학생부비교과 30

-2단계 

 1단계 50

 심층면접 50

대구교육대 정시(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자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

상자로 선정된 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등급, 수리영역 등급, 

외국어(영어)영역 등급,탐구영

역 3과목 등급의 합산 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수능 40

학생부 50

면접․구술 10

부산교육대 정시(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하

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

자유장애)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장애)

- 우리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2012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수능 4개영역 합이 16등급 이내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서울교육대 정시(나)

o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

력시험에 응시한 자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

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장애인

o 본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2012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적용 일반전형과 동일

전주교육대 정시(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

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로, 우리 대의 특수교육대

상자로 선정된 자

  (단, 시간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우리 대학의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단,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에 준하는 상이등급자만 해당)

각 영역별 수능 4등급 이내

학생부 30

수  능 60

면  접 10

진주교육대 정시(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

하고(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제외),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로, 우리 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 방법>

- 우리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별도

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

정심사(해당 전형 지원가능 여부판단)를 통해 선

정된 학생에 한하여 입시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함

없음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개별면접 30

-3단계 서류검증

-4단계 종합평가

<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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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시기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청주교육대 정시(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대의 특수교육대상

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수능 4개영역 합산 평균 등급

이 5등급 이내인 자
일반전형과 동일

춘천교육대 수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

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등록)중 장애인복지

법에 의한 장애등급기  준에 상응하는자 

※ 정신장애인 제외

수능 4개영역(언어,수리,외국

어,탐구)의 등급합산이 14등급 

이내(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의 

평균등급)

학생부 90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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