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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선발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사정관을 맡고 있는 사회학과 백승대 교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영남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남대학교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제 전형의 핵심인 글로컬 인재전형은 2010학년 70명, 2011학년 50명, 2012학년 75명, 2013학년도 75명을 모집했습니다.
2012학년도 글로컬 인재전형에서 학생부 내신성적 등급 제한을 철폐한 데 이어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글로컬 인재전
형과 수시모집 일반전형 사이에 교차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영남대학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식기
반사회의 대학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자 Y형 인재 육성을 교육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화합적 인
성과 융합적 창의성, 글로벌한 진취성,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Y형 인재의 양성으로 영남대학교는 머지않아 세계수준의 지
역거점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남대학교에 입학하여 Y형 인재로 우뚝섬으로써 세계를 무대로 지식
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영남대학교는 잠재적인 Y형 인재를 선발하고자 지원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독
서활동 등),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얼마나 화합적 인성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융합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세계를 무대로 진취적인 기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인성, 창의성, 진취성을 갖춘 인재라면 영남대학교에 입학하
여 Y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남대학교는 수험생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입학한 학생들이 지식기반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
리잡아 갈 수 있도록 입학 후에도 지속적인 추수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선택에 고민이 많은 신입생을 위한 각종 진
로지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법 특강, 미래의 꿈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멘토지도활동, 따뜻한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남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멋진 미래를 영남대학교에서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영남대학교 교수사정관 겸 사회학과 교수

백 승 대

입학사정관제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창학정신
영남대학교는 지성의 전당으로서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중흥의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함을 창학정신으로 삼는다.

교육목적
영남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민족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
영남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창학정신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
의 사명을 다하는 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대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세운다.
첫째,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적극 봉사하며 민족중흥의 동량이 될 지도적 인격자를 길러낸다.
둘째, 민족문화의 발전적 계승으로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고 세계문화의 주체적 탐구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셋째, 민주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시민정신에 투철한 도덕적 사회실현을 위한 주체적,
창조적 인간교육에 힘쓴다.
넷째,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통한 생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
다섯째, 학문과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를 적극화하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수준에서의
창조적 학문 활동에 이바지한다.
여섯째,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전공교육과 교양 및 인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성과 조화를 통한 인류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한다.

인재상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진취성을 겸비한 인재로,
세계화시대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재이다.
-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 문제파악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 창의성과 진취성,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인재
-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
- 리더십과 조직융화력이 뛰어난 인재

인문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는 어떤학부인가?
자율전공학부소개
인성을 갖춘 리더의 산실
- 두 학기동안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한 후 2학년 진급 시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자유로이 선택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2011년 영남대 72억 지원) 대상학부
- 18명의 지도교수가 1년 동안 밀착지도하는‘자기계발과 진로탐색’등의 강좌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저명인사
특강 등을 통해 진로 로드맵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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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CAN SYSTEM을 활용한 입학 후 지도
- YU CAN 진로목표 자료를 기반으로 지도교수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진로 지도
- 취업상담을 병행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 인재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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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전형 주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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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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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나
가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나가는 과
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이므로 자신의 진로에 대
한 생각을 확고히 한 후 모든 활동은 꼼꼼히 정리하
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간단한 일기를
써주시면 면접 준비하시는데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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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꾸준한 활동과 그 활동들을 통해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ⅿ⬃ᱻㅬ㽀
⪓ㇼᛧ㈃㿼ㄫ㋧⠫㼿ᙳ᷿⾯ⲜᲯ
⬇㽀⫄䁃᠗≄❧⾷᠗≄ḃゐㄫᤣᤣ䅯⪛㶛ᯫⅤḃ
❧❫ㄧ⾭ᱻ㎧ㅷ᠗⭳ᘃ⬃⾷ᤔᬊ⾛⽣㽇❧❫ㄧ┛⾮ㅟ㎧⍣㘥
⼫⛛ᛇ᷀ⳃ⾷ㅷ᠗⭳ᘃ⬃ㄿ㲧ㄫ㏃᠗ⳃㅸ㽯ⲜᲯ527&
ᛣㇼㄫᙗ㚷⿓ㆌᗧ᷿ᛇⳝㄧᱻĎᛇ⫄㛯
㚔㢇㻫ď⾷⬃ㄿĎ❧⪓ᛧᛣď㚛㾿ᛣ☐ᛣ䂫㚛㾿䁃᷀㋸㼿᩿ㅟ
Ď㈃ㅸ⪓∠❧☐┟◶㚛㾿ďㄫ⬇Ⰳル⾷ḷᛇ》Ↄ᠗ᗫ⾷
ᙟ㚷ㅷ᠗⭳ᘃ⬃⍣ㅸ⬘㽯ⲜᲯた⾷ᶫĎ⭳Ễ㠜⼫᷀㽀
Ⲝ㎧ᶫď〧ᗫ❧⯿∏䁃᷀ㄣ≃ᬧ』Ďᤪ᷀ᬋ⛰⪓䁃᷀ďᛇỘ㽀
ᬫ᷀⼯ᦟ㋧䅯䁃᷀㽃᷀⼫⎓ㄿĎ㮇㳗ď㻫≃Ộ⾷
⬃⛛〫㽛⽣㽇ㇷ☗ᛇᱷᩧㇷㄫⵣⲜᲯῷㄿᛣ⒐
㹃⾷᳧㽃ㅷⳇᗷᛣ㋧⠫⬘ㄫ⛛⿓㋣᠗ル㽛⽅ㄣ≃ㄿᚫ䁴ᶫ
ᤣᤣ䅯⾯ⲜᲯ
ᗧㆌᙘㇼ᷿⾯ᴿㇸ㿼⾷⬃ᱻ⪨㼿㎧⒢㽯ᴿ㎯┟ịᛣ
┟㽔㎧ㄿ┟㈃ịㅛ⍣᳠䁐ⳃ㤗ⲜᲯ㽀⫄䁃᠗≄❧〧ㅷ
᠗⭳ᘃ⬃⍣ᚫㅤ⾛⛛⪨㎯┟ᛣ᳜ㄫ⎳ị⾛Ⲝ㽯ᴿ
ᙪㅛ㩗ᶫェㅛ᷿⾯ⲜᲯῷㇸ⾷⽅⬃᩿ㄿᛣ◟ⅿ⍣
ル㽛⛛ⳃᗫịㅛᚗ㤻㿂᷿㎧⼱⼿ᱻᙪㄫ⛛⿓㋣ᚇᛇ
ㅷⳇᗷㄫᗧ㈳ᴿᙪᶫ㉲ㄧᚗᛣㄿほㅟ㋸㼿᩿ⲜᲯ᳧᠗
ⳃᗫㅛ⾛㎧㚷ㅯㄫ♼ᶫ㽯㎧⎳㏎ㄧⳃᗫㄿㇸㅛㄿ◟
ⅿ⾷㩗㾌ㄫᩣ㡇ᙪㅛⅣᱻ⫄ᗨㄫ㼿ㄫㅛ⋓ㄿ⒏Ⲝ
ㄫ⪨⪨㼿᠗⎓Ჯᙘㇼⲋ⇓デᴿ⎯ㄳᶫ㘏❫㽛㈳ⲜᲯ

ㅬ㽀⪓ㇼᛧ㈃⾷⬃ᱻ㽀⫄䁃᠗≄❧〧ㅷ᠗⭳ᘃ⬃ᗧ㽏ᢿ㶰
ᗧ᷿᠗ἳ┟⾷⾛ᱷᙪᶫ⭳䀧䅯㽛⬃ᱻ⼯ḃᱻㇷ⎷㽛㋣ᛇ
ⳝⲜᲯ㎫≃〧ᛧ∏ḃ䁃᷀ᛣㅟㇼ☂ㄫ⎳㽃ⳋᶫ㋸ほ㼿
㎧⎳㽀⾬⬘ῷ㽃ⳇᚤⵏ⽣㽇❧❫ㅬᲯῷㅷ᠗⭳ᘃ⬃ᱻ
㽀⫄᠗≄❧⾷⬃❧㉘㽃❧❫ㄫ⛛㞐㽇⯿ㅯᱻ㋸ほ㽃ㅷ⊳ㅛ᠗
ἳ┟⾷⿓⇓䁃᷀ịㄫ᩿㼿ᱻᙪ⛛ᱻᗼ㉗㼿ᛇⳝㄧ䁃᷀
ịㄫ⭻㎨㽃⭳ᗷᛣ㽏ᢿ⻗ᱻᙪㅛ㉲ⲜᲯㇸ⾷⬃ᱻㅷⳇ
ᗷㅛᗧㆌ㋸ほ㽐Ჯᘃㅟㇸᛣ㎸ㇸㄣ≃᩿ᯫ⾛ㅯᱻ
ㇸㄧ⬃⌿㿼⾷⬃㶰ᗧ㽯ᴿ㽔⒐ㄫ⛛ⳓ㠜ㄣ≃㶰ᗧ㼿
ᛇᴻ᩿⼫ᗧㅟ⬘ᛣᗧ㠿ᛧ㎫㟏⬘Ộㄫ⼳⼫⛛ᱻ㋸ほ㽃
㿼ㅬᲯ⬃⌿㿼ㄫ◻㪼ㄣ≃㎧シㅷ⍣㉧ᴻᗧᠳㅛ⾷⬃㶰
ᗧ㽇⯿ㅯᱻ⎳㩣ㅬ㽀⪓ㇼᛧị⾷ᙳㅷⳇㄫㅿ⛛⿓㋣⾛⽣㽐
Ჯ
⿓ㆌᗧ᷿ᛇⳝㄧ⾷ᙳㅬ㽀⪓ㇼᛧ㈃ᱻ䅓⏄ㄫ⼯ᚏ㋣
⾯ⲜᲯㅬ㽀⪓ㇼᛧ㈃㿼ㄣ≃㽐ᚐ㽃⎳㩣⽅ㄣ≃ᶫ⛰⪓䁃
᷀⽸㽃ㅷ㠿䁃᷀ᛣᴻ❯⾛㲠䅯⿓ㆌᗧ᷿┟ㄣ
≃㼿ᛇⳝㄧĎ⪓ⳓ⎓㽀ďㄫᛜ❧㽇ᙪㅬᲯㅟịㄿ⾛∋ェ
ᛣᙘㇼ⍟⪓ⅳị⾷ᙳ㽏❧≃⎷㼿㎧⒢㼿ᱻㅛ⽣᠗⍣ị⾛
㋣ᛇ㉗⾟ㄫ㽛㋣⬃⛛㶟⼯㼿ᛇ㍷ᙗ゛⫄䁃ㄫ㼿ᱻᵗ
ᶫェㅛ᷿᠗ル㽛㽔⪨᭟∌㽇ᙪㅬᲯ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후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
시오. 어떤 일이든 해보지도 않고 피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무
슨 일이든 도전해보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넓은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꿈과 목표, 열정과 도전정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감
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입학사정관제는 여러분의 노력과 땀을 인
정해주고,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 존
재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형입니
다.<㿼ㅟ㆓⍣⽸⬘㼿ᱻ៧≃
㣓ㅟ㆓㿼⾷㽐ᚐ㽃㽀♯
ịㄧ┛㽃㽃ᗧ⬘ㄫ㎧
Ჳ䂫☗Ჿịㄫ᠗⎤Ჯ
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