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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안내

YEUNGNAM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 및 유형

계열,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응시
가형/나형

응시
사회/과학

응시
의예과 가형 과학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가형/나형 -

체육학부,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탐구영역 응시 인정 기준 : 사회/과학 중 택1하여 2과목 응시)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
구분 주요사항

수능성적 영역별
가중치 적용방법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자가 취득한 각 영역별 백분위에 다음과 같이 영역별 가중치 및 가산점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평균하여 반영하며, 영어영역은 등급별 반영점수를 반영합니다.

모집단위

영역별 가중치 반영영역 선택에 
따른 가산점 수능

총점
(가산점 
포함)

반영
지표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수학
가형

과학
탐구 한국사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문과대학, 정치행정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사범대학(수학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제외), 
야간강좌개설부(전기공학과(야)제외)

2.40 2.00 2.00 1.60 - -

등급별 
가산점 
부여
(아래 
참조)

800
(810)

백분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수학교육과, 전기공학과(야)

1.60 2.40 2.00 2.00 0.36 0.10 800
(856)

의과대학 2.00 2.80 0.80 2.40 - - 800
(810)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공학과,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2.00 2.00 2.00 2.00 - - 800

(810)

체육학부(체육학전공) 상위 3개 영역 평균 × 4.8 - - 480
(490)

미술학부(트랜스아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상위 3개 영역 평균 × 8.0 - - 800

(810)
미술학부(회화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상위 3개 영역 평균 × 2.4 - - 240

(250)

체육학부(무용학전공), 음악대학 상위 3개 영역 평균 × 1.6 - - 160
(170)

특수체육교육과 상위 3개 영역 평균 × 3.2 - - 320
(330)

수능『영어』영역
등급별 반영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수능『한국사』영역
등급별 가산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산점 10 9.8 9.6 9.4 9.2 9.0 8.8 8.6 8.4

※ 상세 내용은 모집요강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

UNIVERSITY
장학종류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내역

박정희 리더십
장학금

21세기천마특별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최종 입학자 중 국어, 수학, 
탐구(2개 과목평균)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계열별 1위이고, 영어영역이 �
1등급인 자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 포함), 자연계열로 구분함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
③ 교재비(학기당 240만원)
④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 �

수업료 전액
⑤ 생활관 우선 선발

21세기
천마특별
장학금

A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4% 이내
이고, 영어영역이 1등급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의예과 12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
③ 교재비(학기당 180만원)
④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수업료 

전액
⑤ 생활관 우선 선발

의예과 최초합격자 중 석차 상위 10% 이내인 자

C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10% 이내
이고, 영어영역이 1등급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
③ 교재비(학기당 120만원)
④ 생활관 우선 선발

정책과학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입학자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인 자

입학우수
특별

장학금

A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14%(자연
계열 18%)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전액
② 수업료의 70%(8개 학기)

B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18%(자연
계열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수업료의 70%(4개 학기)

의
예
과

A 최초합격자 중 석차 상위 30% 이내인 자 ① 입학금 전액
② 수업료의 70%(8개 학기)

B 최초합격자 중 석차 상위 50% 이내인 자 수업료의 70%(4개 학기)

학부(과)
우수

장학금 

A 최초합격자 중 학부(과) 석차 상위 5% 이내 수업료의 50%(1개 학기)

B 최초합격자 중 학부(과) 석차 상위 8% 이내 수업료의 30%(1개 학기)

경시대회장학금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시, 경연대회 요강에 의한 장학특전 
해당자로서 해당 부서장 또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한 자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면학장학금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유형1에 선발된 자

국가장학금 유형1 선발자 : 수업료전액
(국가장학금 + 학교장학금)

천마가족장학금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 이
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 중 우리 대학교 학부과정에 
가족(부·모·형제·자매) 2명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의 
기간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

수업료의 30%

※ 계속 수혜기준 등 상세 내용은 모집요강 46쪽(장학제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
053)640-6809
http://yumc.yu.ac.kr

★ 글로벌 역량과 仁과 術을 겸한 의사
소통과 협력 정신을 갖춘 존경받는 의학 인재양성

▶ 모집인원
• 정시모집 : 35명
※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형방법
• 정시모집 : 수능 100%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역 및 유형

78회, 80회, 82회 이어 83회도 100% 
교육 우수성 재확인

지역 최초『의학교육평가』6년 완전 인증

의사국시 100% 합격

왜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인가

1

3

6

2

5

4

7

  지역최초 의학교육 6년『평가인증』획득
  2016  보건복지부 의료 질 평가 전부문 1등급 부속병원
  전국 의대생 학교교육 및 생활 만족도 전국 4위!
  의사국시 100% 합격(78회, 80회, 82회, 83회)
  우수한 교수진(SCI 논문 전국 5위)
  글로벌 의학 교육(해외 임상실습)
  2,700 의대 동문, 25만 영남대 동문

♦ 우수한 교수진 ♦ 국시합격률

구분 2014
(78회)

2015
(79회)

2016
(80회)

2017
(81회)

2018
(82회)

2019
(83회)

영남대 100% 97.6% 100% 95.8% 100% 100%

전국평균 93.8% 94.6% 93.5% 92.8% 95.0% 94.2%

의대교수 1인당 SCI급
       논문실적 대한민국 5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영남대학교
우수한 연구로 최상의 진료를 실현하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영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향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

응시 가형 응시 과학 응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평균) 한국사 반영

지표

25% 35% 10% 30% 등급별
가산점부여 백분위

▶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 장학혜택
• 21세기 천마특별장학금
- 입학금, 수업료 전액(12개 학기)
- 단기해외어학연수(1회)
- 교재비(학기당 180만원)
-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생활관 우선 선발

• 입학우수특별장학금(A)
- 입학금 전액
- 수업료의 70%(8개 학기)

• 입학우수특별장학금(B)
- 수업료의 70%(4개 학기)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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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안내 



경찰행정학과
053)810-2910
http://police.yu.ac.kr ★ 대한민국 경찰행정학과 중심의 시작!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경찰행정학과

▶ 모집인원
•  정시모집 : 10명
※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형방법
•  정시모집 : 수능 100%

•  훌륭한 교수진과 창의적인 커리큘럼 교육
•  경찰행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사회적 요구에 맞는 훌륭한 인재양성
•  인격적 소양과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법조계 진출 및 각종 고시로의 진출(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어학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대학과의 교류의 장 마련

•  경찰청장(치안 총감) : 3명
•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치안감) : 6명
•  경찰서장(총경) : 14명

대한민국 경찰 배출의 명문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 모집인원
• 정시모집 : 3명
※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 응시

▶ 인재 배출 성과 (2019.�9.�1�현재기준)

졸업생 수 천마인재학부 성과 

122명 ��행정고시 합격�5명,�공인회계사 합격�16명,�로스쿨 진학�31명,�7급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30명

▶ 전공 내 트랙구성 ▶ 트랙 결정 절차

입학 후 학부장·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해 목표 설정

1학기말 트랙 결정
(여름방학부터 트랙별 교육)

⬇

천마인재학부
053)810-1412~4
http://honors.yu.ac.kr

로스쿨 트랙 공인회계사 트랙행정고시 트랙

정책과학 전공

★ 인재양성의 요람
21세기 최고의 전문직인 고위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꿈입니까?

2009학년도에 신설된 천마인재학부는 입학생에게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 장학혜택 및 특전
(�단,�국어,�수학,�영어,�탐구(상위�1개�과목)�영역의�합이��
8등급�이내인�자)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면제
• 4년간 교재비 학기당 120만원 지원
• 단기해외어학연수(1회) 지원
• 생활관 우선 선발(1학기 정기 선발 시)

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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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학과 안내 



▶ 모집인원
• 정시모집 :  6명(남 5, 여 1)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영역이 3등급 이내

▶ 모집인원
• 정시모집 : 10명(남 10)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영역 등급의  
합이 15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 영역에 응시

※  수학가형 취득성적은 최저학력기준 산출시 1등급  
상향한 후 적용   

▶ 장학혜택 및 특전
• 4년간 공군장학금액(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4년간 교재비 학기당 60만원 지원
• 단기해외연수 기회 1회 부여 
• 졸업 후 공군장교로 전원 임관

▶ 장학혜택 및 특전
•  4년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100% 이상 지급) 
※ 육군 예산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생활관 1, 2학년 의무 입주
•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
• 의무복무기간 7년(장기복무 지원 가능)

공군 조종장학생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053)810-2066
http://aeroflight.yu.ac.kr

군사학과 

053)810-2290
http://ms.yu.ac.kr

★ 대한민국 공군과의 협약을 통해
4년간 전액 장학금 받고 공군 조종사 되는길!

★ 육군과 함께하는 군사전문가 양성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육군협약 군사학과

▶ 전형방법(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고사 신원조회 총점

1단계 500% 800점
(100%) - - - - - 800점

(100%)

2단계 100% 800점
(100%) 합격 · 불합격만 판정 800점

(100%)

▶ 전형방법(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
단계

사정
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체력검정 면접고사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총점

1단계 400% 700점
(100%) - - - - - 700점

(100%)

2단계 100% 700점
(70%)

100점
(10%)

200점
(20%) 합격 · 불합격(적 · 부)만 판정 1,000점

(100%)

YE
U
N
GN
AM

학과 안내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 (모집요강�56쪽 참조)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은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새마을국제개발학·경제금융학·사회학을 융합하여 만든 전공입니다

지원학부(과) 선발인원 모집시기 
정치행정대학 새마을국제개발학과 14 "다"군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8
"나"군

문과대학 사회학과 8
계 30 -

모집
인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23%�이내이고 영어영역이�2등급 이내인 자지원자격

지원학부(과) 선발인원 모집시기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2

"나"군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5

무역학부 5
경영대학 경영학과 8

계 20 -

 • 방학 기간 중 중국 내 산업체 및 기업 탐방(약 7 ~ 8일, 경비의 일부 지원)
 • 학기 중 중국어 강의를 수준별(초급, 중급 등)로 개설하여 집중 지원 

 • 책임 지도교수제와 소수 정예주의에 따른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
 • 지원 학부의 전공과 글로벌차이나 복수학위로 취업에 유리

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 (모집요강�57쪽 참조)

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은 21세기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국언어문화학·경제금융학·무역학·경영학을 융합하여 만든 전공입니다.

모집
인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23%�이내이고 영어영역이�2등급 이내인 자지원자격

지원학부(과) 선발인원 모집시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4 "나"군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7

"다"군화학공학부 7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 7

계 25 -

•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지원(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상위1개 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내인 자에 한함(단, 반영
영역이 모두 3등급 이내))

 •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우선 선발
 • 책임 지도교수제와 소수 정예주의에 따른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
 • 지원 학부의 전공과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의 복수 학위로 취업에 유리

그린에너지 연합전공 (모집요강�58쪽 참조)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은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전공으로서 참여 학부들의 기존 전공 교육과정을 
융·복합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설계하여 만든 전공입니다.

모집
인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23%�이내이고 영어영역이�2등급 이내인 자지원자격

연합전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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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ter.yu.ac.kr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정시모집(“가”, “나”, “다”군) 입학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구분 일시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9. 12. 26(목) 09:00 ~ 12. 31(화) 18:00 모집요강 11쪽 참조

실기고사

실기고사 구분 고사일 고사실 및 대기실 확인

입학안내 홈페이지“나”군

체육학부 2020.  1. 14(화)

2020. 1. 10(금) 15:00
디자인미술대학 2020.  1. 14(화)

음악대학 2020.  1. 14(화)

“다”군 특수체육교육과 2020.  1. 21(화)

합격자 발표

“가”군, “나”군, “다”군 2020.  1. 21(화)

입학안내 홈페이지특수체육교육과 2020.  1. 28(화)

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2020.  2.   4(화)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 2. 7(금) 대구은행, 국민은행

최종충원합격통보 마감 2020.  2. 17(월) 21:00

• 정시 “가”군 공군 조종장학생(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은 별도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함(모집요강 31쪽 참조)
• 정시 “가”군 육군 군장학생(군사학과)은 별도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함(모집요강 38쪽 참조)
• 실기고사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실기과목별 별도의 준비물)

Ⅰ 전형일정(“가”, “나”, “다”군)

Ⅱ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방법

1. 접수절차 및 방법
단계 구분 내용

1 접수처 홈페이지 접속
※ 아래 홈페이지 중 한 곳에 접속
•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yu.ac.kr, http://enter.yu.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 : http://www.uwayapply.com(1588-8988)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함
• 홈페이지에 제시된 회원가입 약관 확인 후 반드시 수험생이 직접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입학원서 작성

• 입학원서 접수 대학을『영남대학교』로 선택
• 입학원서 접수 전 모집요강과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
• 입학원서 작성(수험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지원 모집단위를 반드시 확인)
• 입력된 입학원서 상의 모든 사항 검토 및 확인

4 입학원서 접수 및 결제 • 전형료가 결제되면 입학원서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작성한 원서는 반드시 확인 후 결제할 것
• 전형료를 결제함(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5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입학원서 접수 후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함
•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험표 출력이 불가함
•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체육학부,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나”군 실기위주전형 �
지원자), 음악대학 지원자는 사진이 포함된 수험표를 출력하여 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

2.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전 접수처에 제시된 회원가입 약관과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중 원서 접수처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영남대학교 입학팀(053-810-1086, 053-810-1082~5)으로 연

락 바랍니다.
라. �원서 접수 마감일인 2019. 12. 31(화)에는 원서 접수 신청이 집중되어 인터넷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 마감일 이전에 

원서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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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설치교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ABEEK)A연합전공 참여연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수능위주 실기위주

학부(학과) 개설전공 가군 나군 다군 나군 다군

기   초
교   육 인문·사회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30 3

인문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아래＊1 참조)
90 10

항공운항계열 6 (남5,여1)

문   과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 52 15
중국언어문화학과 60 17
일어일문학과 33 7
영어영문학과 82 21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문, 독일언어문화 66 18
철학과 32 7
역사학과 60 18
문화인류학과 32 6
심리학과 34 8
사회학과 33 7
언론정보학과 34 8

자   연
과   학 자        연

수학과 43 11
통계학과 49 13
물리학과 36 8
화학생화학부 화학, 생화학 90 21
생명과학과 33 8

공   과 자       연

건설시스템공학과 73 16
환경공학과 54 12
도시공학과 37 9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125 35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시스템, 
융합화학공학, 에너지화공 245 74

파이버시스템공학과 47 10

기   계
I  T 자       연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첨단기계 270 88
전기공학과 75 20
전자공학과 125 38
컴퓨터공학과 100 24
정보통신공학과 100 26
자동차기계공학과 90 22
로봇기계공학과 60 16

건  축 자       연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건축디자인, 
건축공학 127 28

정  치
행  정 인문·사회

정치외교학과 40 9
행정학과 55 15
새마을국제개발학과 40 9
경찰행정학과 40 10
군사학과 40 10 (남10)

상   경 인문·사회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 115 33
무역학부 무역학 105 32

경   영 인문·사회 경영학과 129 39
회계세무학과 60 18

의   과 자       연 의예과 76 35

생   명
응   용
과   학

인문·사회 식품경제외식학과 55 13

자       연

원예생명과학과 33 9
산림자원및조경학과 66 13
식품공학과 47 13
생명공학과 71 20
의생명공학과 35 9

교

교

교A

A

교연

교

교

교A

연

교A연

교

교

교

교A

교

교

교A

교

교연

교

A

교연

교

교연

연

교A

교

교

교

교A연

교

교A연

교

교

교

교연

교

Ⅲ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가”, “나”,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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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과   학

자        연
가족주거학과 58 16
식품영양학과 51 13
의류패션학과 53 14

예·체능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90 
16

무용학전공 수시모집
이월 발생시

사    범
인문·사회

교육학과 30 6
국어교육과 30 6
영어교육과 40 11
한문교육과 30 5
유아교육과 30 7

자       연 수학교육과 30 7
예·체능 특수체육교육과 30 8

디자인
미  술 예·체능

미술학부
회화전공

80
10

트랜스아트전공 수시모집
이월 발생시

시각디자인학과 60 5 15
산업디자인학과 38 3 7
생활제품디자인학과 38 3 7

음    악 예·체능
음악과(아래＊2 참조) 50 10
성악과 32 5
기악과(아래＊2 참조) 66 17

야    간
강    좌
개설부

인문·사회

국어국문학과(야) 36 3
정치외교학과(야) 45 3
행정학과(야) 36 3
새마을국제개발학과(야) 35 3
경제금융학부(야) 40 3
무역학부(야) 40 3
경영학과(야) 30 3

자        연 전기공학과(야) 30 3
계 4,552 26 420 607 71 8

＊1 (별표1)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 문과대학, 정치행정대학(군사학과 제외), 상경대학, 경영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2 (별표2) 음악대학 음악과, 기악과 실기분야(악기분야)별 모집인원

음악과 기악과
실기분야 모집인원 실기분야 모집인원 실기분야(악기분야) 모집인원 실기분야(악기분야) 모집인원

작곡 5
피아노 6 관현악

(현악)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       로� • 베이스 7 관현악

(관악)
• 플루트� • 오보에� • 바    순� • 클라리넷
• 트럼펫� • 트롬본� • 튜    바� • 색  소  폰
• 호    른� • 하    프� • 타    악

4
국악 5

1. 수시모집(정원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2. �수시모집(정원외 :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기회균형, 농·어촌학생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을 포함한 최종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2019. 12. 24(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학부 입학생 전공결정 : 학생의 희망과 우리 대학교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학년 진학 시 결정합니다.
5. �건설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화공시스템전공), 기계공학부(기계시스템전공, 기계설계전공),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야), �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로봇기계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제시한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는 학부(과)·전공별 인증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연합전공별 참여 학부(과)·전공
연합전공명 참여 학부(과)·전공 비고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사회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제금융학부 모집요강 56쪽 참조

글로벌차이나 중국언어문화학과, 경제금융학부, 무역학부, 경영학과 모집요강 57쪽 참조

그린에너지 물리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모집요강 58쪽 참조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인원
수능위주 실기위주

학부(학과) 개설전공 가군 나군 다군 나군 다군
교

교

교

교

교

교

교

A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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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다음 사항 중 어느 1개 항이라도 위반한 지원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가.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

원할 수 없습니다.
나. 우리 대학교와 모집기간군(“가”, “나”, “다”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 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대학교 내의 모집기간군이 같은 동일한 모집기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동일 모집기간군 

내 복수지원금지)
라.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추가모집 원서접수 시작일(2020. 2. 20(목)) 전에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2. 실기고사(“나”, “다”군)
가. �실기고사(예·체능계열) 대상 수험생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고사장소를 확인하고, 지정된 시간에 고사실 또는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

니다.
나. 실기고사 시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고사시간 중에는 전자기기(휴대전화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일체의 촬영(녹음)을 금합니다.
라. �실기고사 대상자로서 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실기고사 과목(종목) 중 일부 결시자는 해당과목(종목)만 0점 처리합니

다.
마. 실기고사 일부과목에서 실격 처리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3.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군사학과 1단계 예비 선발자 발표(“가”군)

구분
1단계 예비 선발자 발표

선발 비율 발표일 비고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모집인원의 500% 2020. 1. 2(목)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enter.yu.ac.kr)
에서 확인군사학과 모집인원의 400% 2020. 1. 2(목)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으로 해당 선발 비율의 인원을 예비 선발하여 2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개별통지 없음)하며,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홈페이지(http://enter.yu.ac.kr)에서 본인

이 직접 출력합니다.
나.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예비 순위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모집단위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공고합니다.
라. �충원합격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개별 통지 없음),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일에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충원 합격을 통보하되 5
회 이상 연락 되지 않는 자는 합격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등록포기 및 환불
1) �대상 : 등록자 중 충원합격 통보 마감일인 2020. 2. 17(월) 21:00까지 다른 대학에서 합격통보를 받거나 재수, 유학 등의 사유로 우리 대

학교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
2) 등록포기 신청 및 등록금 환불

가) 등록포기 신청시한 : 2020. 2. 17(월) 21:00까지
나) �등록포기 신청방법 :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 접속 → 등록포기신청 → 로그인 → 등록포기입력�

(환불계좌 입력 등)
다) 등록금 환불 : 2020. 2. 18(화) 은행 업무 마감 시간까지

바.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
학을 취소합니다.

Ⅳ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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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나. �사회학과,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제금융학부 지원자 중『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에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중국언어문화학과, 경제금융학부, 무역학부, 경영학과 지원자 중『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에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물리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지원자 중『그린에너지 연합전공』에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그

린에너지 연합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마.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하도록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온라인 제공에 관한 유의사항 �

우리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

습니다.
나. 제출된 입학원서(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위조인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공정한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학전형의 개인별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2020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추가모집
가. 정시모집 전형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추후 공고합니다.
다.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등록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정시모집 등록자로서 추가모집 원서 접수 시작일(2020. 2. 

20(목)) 전에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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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료 내역

구분 모집단위
전형료 내역

계
일반관리비 실기고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적)성검사, 

면접고사, 신원조회

수능위주
학생부교과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30,000원 - - 30,000원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30,000원 -  5,000원 35,000원
군사학과 30,000원 - 45,000원 75,000원

실기위주
체육학부(무용학전공),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30,000원 35,000원 - 65,000원

체육학부(체육학전공), 특수체육교육과 30,000원 20,000원 - 50,000원

2. 전형료 환불
가. 1단계 예비 선발 불합격자 환불

모집단위 환불 금액 비고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5,000원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2단계 전형 비용 환불
군사학과 45,000원

나.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전형 결시자는 환불대상이 아닙니다.
다. �입학원서 접수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우리 대학교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
※ 환불기간 : 해당전형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 대상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우리 대학교 직접 방문

바.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 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Ⅴ 전형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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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요강「12쪽」참조
- 무용학전공은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있을 경우『실기위주』로 선발
- 미술학부 트랜스아트전공은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있을 경우『수능위주』로 선발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정시“다”군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은 다음 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는 자.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국어, 수학(가형/나형), 영어, 탐구(상위 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영역에 응시

3. 지원조건
가. 모집단위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정치행정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생명응용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체육학부 제외),
사범대학(특수체육교육과 제외), 야간강좌개설부

응시 가형/나형 응시 사회/과학

응시

의과대학 응시 가형 응시 과학

체육학부,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응시

(탐구영역 응시 인정 기준 :
사회/과학 중 택1하여 2과목 응시)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모집요강 14쪽 참조
다.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4. 제출서류 :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이름과 원서 접수 시 이름이 서로 다른 자는 개명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2020. 1. 6(월) 17:00까지,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5. 전형방법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성적반영점수 및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실기고사성적 총점

수능위주

전 모집단위(아래 제외) 800점(100%) - 800점(100%)
체육학부(체육학전공) 480점(60%) 320점(40%) 800점(100%)

미술학부(트랜스아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800점(100%) - 800점(100%)

실기위주

미술학부(회화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240점(30%) 560점(70%) 800점(100%)

체육학부(무용학전공), 음악대학 160점(20%) 640점(80%) 800점(100%)
특수체육교육과 320점(40%) 480점(60%) 800점(100%)

Ⅵ 〔수능위주, 실기위주〕일반학생전형(“가”, “나”,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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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자가 취득한 각 영역별 백분위에 다음과 같이 영역별 가중치 및 가산점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평균하여 반영하며, 영어영역은 등급별 반영점수를 반영합니다.

구분 모집단위
영역별 가중치 반영영역 선택에 

따른 가산점 수능총점
(가산점 포함)

반영
성적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평균)

수학
(가형)

과학
탐구 한국사

수능
위주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인문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문과대학, 정치행정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식품경제외식학과, 
사범대학(수학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제외),
야간강좌개설부(전기공학과(야)제외)

2.40 2.00 2.00 1.60 - -

등급별 
가산점 
부여
(아래 
참조)

800
(810)

백분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학부, 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수학교육과, 전기공학과(야)

1.60 2.40 2.00 2.00 0.36 0.10 800
(856)

의과대학 2.00 2.80 0.80 2.40 - - 800
(810)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품공학과, 가족주거학과, 의류패션학과 2.00 2.00 2.00 2.00 - - 800

(810)

체육학부(체육학전공) 상위 3개 영역 평균 × 4.8 - - 480
(490)

미술학부(트랜스아트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상위 3개 영역 평균 × 8.0 - - 800

(810)

실기
위주

미술학부(회화전공),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상위 3개 영역 평균 × 2.4 - - 240

(250)

체육학부(무용학전공), 음악대학 상위 3개 영역 평균 × 1.6 - - 160
(170)

특수체육교육과 상위 3개 영역 평균 × 3.2 - - 320
(330)

※ �탐구영역 :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 단,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 중 해당 선택과목(제2외국어/한문)을 응시한 경우 제2외국
어/한문영역의 성적을 탐구과목에 포함하여 성적이 우수한 2개 과목의 백분위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제2외국어/한문영역이 필수 응시영역
은 아님).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한문교육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선택과목 한문Ⅰ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또는 독일어Ⅰ

■ 영어영역 등급별 반영 점수(100점 만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한국사영역 등급별 가산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산점 10 9.8 9.6 9.4 9.2 9.0 8.8 8.6 8.4

※ 가산점으로 인해 총점이 800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합니다.
※ 성적산출 예시 : 다음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가진 학생이 기계공학부에 지원했을 경우

구분 국어 수학가형 영어(등급)
과학탐구

한국사(등급)
물리Ⅰ 생물Ⅰ

백분위 83 88 3 93 81 2

                                           (93+81)
• 과학탐구 백분위 평균 =  = 87
                                                2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성적 = (83×1.60) + (88×2.40) + (90×2.00) + (87×2.00) + (88×0.36) + (87×0.10) + 9.8 = 748.18

나. 실기고사성적 :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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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가. 체육학부 체육학전공(정시 “나”군 수능위주)

1) 실기고사일 및 장소 : 2020. 1. 14(화), 천마체육관 및 운동장 등
※ 실기고사실 및 대기실 확인 :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2020. 1. 10(금) 15:00 이후)

2)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표
실기과목 평가내용 및 방법(상세 내용은 실기고사 시 안내) 배점 준비물

① 제자리멀리뛰기

• 구름선 뒤에 두 발이 평행하도록 선 후 두 발로 동시에 도약
• 구름선에서 가까운 착지점을 측정
• 2회 실시하여 높은 측정값을 기록
• 착지 후 구름선 쪽으로 이동하거나 착지 전 신체 일부가 측정판 밖에 닿을 경우 파울
• 2회 파울 시 실격
• 스파이크화 착용 불가

100

운동화,
운동복 

② 사이드스텝 중앙선 좌우로 한발씩 위치시켜 준비 자세를 취했다가, 시작 신호음 후 중앙선을 포함한 좌, 우 선을 20초 
동안 넘어선 횟수를 측정 100

③ 농구 레이업슛

• �『시작』신호 후 골밑에서 드리블로 출발하여 엔드라인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가로 4m, 세로 7m 지점
에 있는 포스트를 돌아 레이업슛을 실시한다. 진행방향은 본인이 선택하되 레이업 슛 후에는 반대편 방
향으로 실시한다.

• �시험 시간은 90초이며, 시간 내 유효골인 횟수를 기록한다. 단, 회전 시 포스트를 넘어트렸을 경우 해당 
슛은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출발은 골밑에서 해야 한다.

• 드리블 및 레이업 슛 동작은 방향과 관련 없이 양손 중 어느 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레이업 슛이 아닌 슛과 트래블링, 더블 드리블에 의한 레이업 슛 등은 유효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00

④ 기본 점수
    (실기고사 응시자만 해당) - 20

계 320

3) 평가 기준표
남자 여자

실기과목 제자리멀리뛰기 사이드스텝 농구레이업슛 제자리멀리뛰기 사이드스텝 농구레이업슛
기록점수 cm 회/20초 개/90초 cm 회/20초 개/90초

100 280 이상 59 이상 15 이상 230 이상 53 이상 11 이상
98 275 ~ 279 57 ~ 58 14 225 ~ 229 51 ~ 52 10
96 270 ~ 274 55 ~ 56 13 220 ~ 224 49 ~ 50  9
94 265 ~ 269 53 ~ 54 12 215 ~ 219 47 ~ 48  8
92 260 ~ 264 51 ~ 52 11 210 ~ 214 45 ~ 46  7
90 255 ~ 259 49 ~ 50 10 205 ~ 209 43 ~ 44  6
88 250 ~ 254 47 ~ 48  9 200 ~ 204 41 ~ 42  5
86 245 ~ 249 45 ~ 46  8 195 ~ 199 39 ~ 40  4
84 240 ~ 244 43 ~ 44  7 190 ~ 194 37 ~ 38  3
82 235 ~ 239 41 ~ 42  6 185 ~ 189 35 ~ 36  2
80 230 ~ 234 39 ~ 40  5 180 ~ 184 33 ~ 34  1 이하
78 225 ~ 229 37 ~ 38  4 175 ~ 179 31 ~ 32 -
76 224 이하 36 이하  3 이하 174 이하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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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7m

120cm120cm

중
앙
선

4) 실기고사장 규격

(가) 제자리멀리뛰기

(다) 농구레이업슛

(나) 사이드스텝

56cm
 내

외

350cm 내외

나. 체육학부 무용학전공(정시 “나”군 실기위주)
1) 실기고사일 및 장소 : 2020. 1. 14(화), 천마체육관

※ 실기고사실 및 대기실 확인 :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2020. 1. 10(금) 15:00 이후)
2)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표

실기과목 실기내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
현대무용

택1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중 택 1하여 2분 30초 이내의 작품 실시 예술성, 표현성, 테크닉, 음악성, 구성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40발    레
실용무용

※ 실용무용 세부실기과목 : 재즈댄스(방송안무), 댄스스포츠, 힙합(스트릿댄스), 벨리댄스
3) 준비물

실기과목 음악 의상 및 파트너
현대무용 • 2분 30초 이내의 자유곡으로 본인이 준비

※ �Tape 또는 CD(1번 트랙에 저장, 오디오 파일만 가능�
(MP3파일 불가))

• 본인이 준비 : 작품의상 또는 연습용 기본의상
• 실용무용 댄스스포츠 응시자는 파트너 동반 가능발    레

실용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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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미술대학(정시 “나”군 실기위주)
1) 실기고사일 및 장소 : 2020. 1. 14(화), 디자인미술대학 해당 고사실

※ 실기고사실 및 대기실 확인 :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2020. 1. 10(금) 15:00 이후)
2)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표

모집단위 실기과목 준비물 종이
규격 대상물 소요

시간 배점

미 술 학 부
회 화 전 공 택1

채묵화

물감,
벼루,
먹,
붓,

연필,
물통,
접시,
압정,

배접 
화선지 

2절

택1

인체

5시간 560

① �사물을 들고 야구복을 입은 남성모델, �
사물을 들고 청바지에 줄무늬 티셔츠와 우의를 입은 �
여성모델

② 배구공, 야구 글러브, 우산, 밀대
※ ① ~ ②에서 각 1가지씩 출제
※ 고사 당일 켄트지의 방향을 결정

정물

수채화

물감,
붓,

연필,
물통,

팔레트,
압정,

〔인체〕 
켄트지

2절

〔정물〕
켄트지

3절

① 시멘트블럭, 우체국택배박스(3호)
② 둥근 페인트통(4ℓ), 바나나한손, 배구공
③ 은박접시, 반코팅장갑, 분무기
④ 삼선슬리퍼, 라면, 빨간 노끈(두루마리)
⑤ 꽃, 오이, 투명한 전구, 야구공
※ ① ~ ⑤에서 각 1가지씩 출제
※ 각 종류의 개수는 유동적임
※ 바닥의 천은 반드시 그려야 함
※ 고사 당일 켄트지의 방향을 결정

소묘
연필,

지우개,
압정

시 각 디 자 인
학 과 택1

기초디자인 드로잉
채색도구

켄트지 
3절

주어진 이미지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기초조형능력 평가
※ 입체적 첨가 형식의 재료사용은 불허함 5시간

560

상황표현 드로잉
채색도구

켄트지
4절

당일 제시된 문항을 주제로 하여 인물의 묘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인물을 표현할 때 형태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은 가

급적 피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 �용지 규격 및 사용 : 켄트지 4절지 1장을 사용하며, 고사 당일 �

켄트지의 방향을 결정

5시간

산 업 디 자 인
학 과

생 활 제 품
디 자 인 학 과

택1

기초디자인 드로잉
채색도구

켄트지 
3절

주어진 이미지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기초조형능력 평가
※ 입체적 첨가 형식의 재료사용은 불허함 5시간

560

사고의전환 드로잉
채색도구

켄트지
4절

드로잉과 창의력 테스트로 주어진 15가지 제시어 중 시험당일에 
1가지 이미지와 주제어를 제공함
※ 제시어 이미지 + 주제어(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제시어 : 투명한 전구, 인라인스케이트, 국화, 물컵에 담긴 �

숟가락, 손목시계, 바나나, 럭비공, 전기드릴, 장난감블럭, �
커피포트, 봉제인형, 털목도리, 카메라, 빵, 옥수수

※ �용지 규격 및 사용 : 켄트지 4절지 2장을 사용하며, 고사 당일 �
켄트지의 방향을 결정

또는①
드로잉

(켄트지�4절)

②
색채구성

(켄트지�4절)

①
드로잉

(켄트지�4절)

②
색채구성

(켄트지�4절)

5시간

※ 2021학년도부터『사고의전환』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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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악대학(정시 “나”군 실기위주)
1) 실기고사일 및 장소 : 2020. 1. 14(화), 음악대학 해당 고사실

※ 실기고사실 및 대기실 확인 :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2020. 1. 10(금) 15:00 이후)
※ 실기고사별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고사시간을 조정(정해진 시간 내 고사일정 미추첨자에 대해서는 임의 추첨함)

2)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표
모집단위 실기 실기과목 배점

음악과

작  곡

 ① 작곡실기 : 주어진 Motive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 곡을 완성(3시간) 520

 ② 피아노실기 : 빠른 악장(자유곡 1곡, 악보를 볼 수 있음) 120

계 640

국  악

기 악  •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피리, 대금, 소금, 타악, 신디
자유곡 1곡

640

성 악  • 정가,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보컬

작 곡
이 론  • 자유악기 : 자유곡 1곡 3분 이내

한국무용  • 전통, 창작 중 택1
 ※ 전통은 5분 이내, 창작은 3분 이내의 반주 Tape 또는 CD 개인 지참

성악과 성 악

 ① 이태리가곡(나폴리민요 제외) 중 1곡(자유곡) 320

 ② 독일가곡 중 1곡(자유곡) 320

계 640

기악과

피아노

 ① F. Chopin Etude 중 1곡(암보로 실시) 320

 ② 자유곡 1곡(F. Chopin Etude제외, 암보로 실시) 320

계 640

관현악

현 악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10분 내외
자유곡 1곡

암보로 실시
(초견곡 제외),  
 반주자 각자

 동반
640

관 악

 • 플루트, 오보에, 바순,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튜바, 색소폰, 호른, 하프

�•�타악기(Snare�Drum,�팀파니,�마림바)
���·Snare�Drum
������-�Anthony�Cirone�:�Solo�No.6
������-�20초 정도의 롤링�(pp�<�ff�>�pp)�및 당일 제시되는 초견곡
���·팀파니�‐�Vic�Firth�:�The�Solo�Timpanist�No.1
���·마림바�‐�Paul�Creston�:�Concertino�for�Marimba�중�3악장
※�타악기는 우리 대학교 악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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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체육교육과(정시 “다”군 실기위주)
1) 실기고사 일시 및 장소 : 2020. 1. 21(화), 천마체육관 및 운동장 등

※ 실기고사실 및 대기실 확인 :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2020. 1. 10(금) 15:00 이후)
2)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표

실기과목 평가내용 및 방법(상세 내용은 실기고사 시 안내) 배점 준비물
100m 달리기

(우천 시 버피테스트 실시) • 스탠딩 스타트로 실시(스파이크화 착용 가능) 160

운동화, 
운동복

축구 드리블
(우천 시 실내체육관 실시)

• 2m 간격의 고깔 6개를 지그재그로 드리블하여 기록 측정선으로 들어온 시간을 측정
  - 출발선의 정중앙에서 시작함 160

 배구
  (언더 및 오버 토스)

• 지름 3.6m 원 안에서 언더 토스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실시(3m 이상 높이인정)
  ※ 배구 실시 방법
  - 지름 3.6m 원 안에서 언더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1분간 실시해서 횟수측정
  - 3m 높이로 설치된 bar 보다 높은 공만 인정
  - 원 안에서 한발이라도 넘어서거나 원을 밟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언더와 오버 토스를 번갈아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동작을 연속으로 토스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오버 토스에서 홀딩이 일어나면 유효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 한 번의 측정기회만 부여한다.
  - 오버 토스로 시작한다.

160

계 480

3) 평가 기준표
남자 여자

실기과목 100m 달리기 버피테스트 10회
(우천 시) 축구 드리블 배구

(언더및오버토스) 100m 달리기 버피테스트 10회
(우천 시) 축구 드리블 배구

(언더및오버토스)
기록

점수 초 초 초 회/60초 초 초 초 회/60초
160 11.5 이하 15.3 이하 10.3 이하 45 이상 14.5 이하 16.3 이하 13.8 이하 45 이상
157 11.6 ~ 11.7 15.4 ~ 15.9 10.4 ~ 10.6 43 ~ 44 14.6 ~ 14.7 16.4 ~ 16.9 13.9 ~ 14.1 43 ~ 44
154 11.8 ~ 11.9 16.0 ~ 16.5 10.7 ~ 10.9 41 ~ 42 14.8 ~ 14.9 17.0 ~ 17.5 14.2 ~ 14.4 41 ~ 42
151 12.0 ~ 12.1 16.6 ~ 17.1 11.0 ~ 11.2 39 ~ 40 15.0 ~ 15.1 17.6 ~ 18.1 14.5 ~ 14.7 39 ~ 40
148 12.2 ~ 12.3 17.2 ~ 17.7 11.3 ~ 11.5 37 ~ 38 15.2 ~ 15.3 18.2 ~ 18.7 14.8 ~ 15.0 37 ~ 38
145 12.4 ~ 12.5 17.8 ~ 18.3 11.6 ~ 11.8 35 ~ 36 15.4 ~ 15.5 18.8 ~ 19.3 15.1 ~ 15.3 35 ~ 36
142 12.6 ~ 12.7 18.4 ~ 18.9 11.9 ~ 12.1 33 ~ 34 15.6 ~ 15.7 19.4 ~ 19.9 15.4 ~ 15.6 33 ~ 34
139 12.8 ~ 12.9 19.0 ~ 19.5 12.2 ~ 12.4 31 ~ 32 15.8 ~ 15.9 20.0 ~ 20.5 15.7 ~ 15.9 31 ~ 32
136 13.0 ~ 13.1 19.6 ~ 20.1 12.5 ~ 12.7 29 ~ 30 16.0 ~ 16.1 20.6 ~ 21.1 16.0 ~ 16.2 29 ~ 30
133 13.2 ~ 13.3 20.2 ~ 20.7 12.8 ~ 13.0 27 ~ 28 16.2 ~ 16.3 21.2 ~ 21.7 16.3 ~ 16.5 27 ~ 28
130 13.4 ~ 13.5 20.8 ~ 21.3 13.1 ~ 13.3 25 ~ 26 16.4 ~ 16.5 21.8 ~ 22.3 16.6 ~ 16.8 25 ~ 26
127 13.6 ~ 13.7 21.4 ~ 21.9 13.4 ~ 13.6 23 ~ 24 16.6 ~ 16.7 22.4 ~ 22.9 16.9 ~ 17.1 23 ~ 24
124 13.8 이상 22.0 이상 13.7 이상 22 이하 16.8 이상 23.0 이상 17.2 이상 22 이하

4) 실기고사장 규격

(가) 축구드리블 (나) 배구 언더토스 (다) 배구 오버토스

2m 2m 2m2m 2m2m
정중앙
(출발)

지름 : 3.6m

높이 3m

지름 : 3.6m

높이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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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발기준
가. �모집단위별로 지원자의 각 전형요소별 득점을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음악과 및 기악과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합니다.
나. �음악과 : 실기분야별(작곡실기, 국악실기)로 구분하여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해당 실기 분야에서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음악과 전체에서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다. �기악과 : 실기분야별(피아노, 관현악(현악), 관현악(관악))로 구분하여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실기분야별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못

한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1) �관현악(현악)과 관현악(관악)의 해당 실기분야에서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관현악 전체(현악 및 관악)에서 총점 고득점 순으

로 선발합니다.
2) �피아노와 관현악(현악 및 관악)의 해당 실기분야에서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기악과 전체에서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

다.
라. 동점자는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1) 인문·사회계열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사회탐구 응시자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2) 자연계열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과학탐구 응시자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3) 예·체능계열
가) 실기고사성적이 높은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영어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국어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수학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수학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탐구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탐구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선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원 선발합니다.

마. 아래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1) 모집단위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미응시자
2) 실기고사 결시자(단, 실기고사 과목 중 일부 결시자는 해당과목만 0점 처리합니다)
3) �실기고사 일부 과목에서 실격 처리된 자 

바. �미등록, 등록금 환불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모집단위별 예비 순위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되, 학업(수학)능력이 �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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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집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019. 12. 24(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 일반학생전형의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기간군으로 선발

2.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의 특성화학
과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이 있는자
(단, 출신학과의 기준학과가 우리 대학교가 인정하는 모집단위별 기준학과와 같아야 지원 가능(아래의 기준학과명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과 과정 이수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거 설치된 학력인정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종합, 기타)고등학교로 변경된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집단위별 지원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공과대학, 기계IT대학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업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건축학부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섬유과, 식품공업과, 실내디자인과, 자동차과, �
전자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경대학, 경영대학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항만물류과, 해양정
보과, 회계정보과

식품경제외식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회계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
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생물공학기술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항만물
류과, 환경관광농업과, 해양정보과, 간호과, 미용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조리과

원예생명과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생물공학기술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생물공학기술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간호과, 관광과, 미용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조리과

의류패션학과 간호과, 관광과, 미용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자영수산과, 조리과
경제금융학부(야),
무역학부(야), 경영학과(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전기공학과(야)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섬유과, 식품공업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 �특성화고교의 기준학과가 미제시 되었을 경우, 원서 접수 전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 기준학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모집단위와 관련
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모집단위별 지원 기준학과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모집단위와의 동일 계열 인정 여부는『전공 적합성심사』를 통해 우리 대학교 관
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3. 지원조건
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모집요강 14쪽 참조
다.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총점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800점
(100%)

800점
(100%)

나.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반영방법 : 모집요강 44쪽 참조

Ⅶ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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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활용『동의한 자』: 제출서류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활용『비동의한 자(불가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다. 제출기한 및 장소 : 2020. 1. 6(월) 17:00,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6. 선발기준

가. 지원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방법 : 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높은 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영어교과 석차등급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하며, 학교생

활기록부 영어교과 석차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별도 사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집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019. 12. 24(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 일반학생전형의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기간군으로 선발

2. 지원자격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교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2020. 3. 1(일) 기준) 재직자(창업, 자영업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
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종합, 기타)고등학교로 변경된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체 범위 및 재직기간 산정기준

구분 주요 내용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재직기간 산정기준

• �산업체 재직 경력 합산 :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민법」제160조 참조).

※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함. 다만,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8
개월로 제한함.

※ 입학한 자는 졸업 시 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3. 지원조건
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모집요강 14쪽 참조
다.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Ⅷ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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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총점

특성화고졸재직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800점
(100%)

800점
(100%)

나.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반영방법 : 모집요강 44쪽 참조

5.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활용『동의한 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추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활용『비동의한 자(불가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③ 추가서류

나. 추가서류
제출서류(2019. 12. 26(목) 이후 발급) 비고

재직(경력)증명서 1부
(별첨2<서식1>원서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0. 3. 1 기준, 현 직장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부족한 기간에 해당되는 이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자를 조회·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 전화, 
팩스번호, E-mail 등)가 포함되어야 함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내역확인서(가입기간 전체) ※ 4대 보험 가입기간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병적증명서 1부 ※ 군 의무복무 기간을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 해당자

다. 제출기한 및 장소 : 2020. 1. 6(월) 17:00,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6. 선발기준
가. 지원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방법 : 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높은 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영어교과 석차등급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하며, 학교생

활기록부 영어교과 석차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별도 사정원칙을 적용합니다.

Ⅸ 〔수능위주〕기회균형전형(정원외)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집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019. 12. 24(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 일반학생전형의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기간군으로 선발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조건
가. 모집단위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한국사
전 모집단위 응시 가형/나형 응시 사회/과학 응시

 ※ 탐구 : 사회탐구, 과학탐구 2개 중 택 1 하여 2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
    •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 중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필수 응시 영역 아님) 취득 성적은 탐구 영역에 포함하여 반영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한문교육과
선택과목 한문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또는 독일어Ⅰ 한문 또는 중국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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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모집요강 14쪽 참조
라.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수학능력시험성적 총점

기회균형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800점
(100%)

800점
(100%)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방법 : 수능위주 일반학생전형과 동일(모집요강 18쪽 참조)
      
5.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② 추가서류
나.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2019. 12. 26(목) 이후 발급) 발급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확인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 제출기한 및 장소 : 2020. 1. 6(월) 17:00,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6. 선발기준 
가. 지원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는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1) 인문·사회계열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사회탐구 응시자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2) 자연계열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과학탐구 응시자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

다. 위의 동점자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학교 별도의 사정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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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1. 모집군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019. 12. 24(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 일반학생전형의 해당 모집단위 군으로 선발

2. 지원자격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지원자격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중·고등
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실종 등 우리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부터의 
부·모는 제외) 모두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 이혼, 실종 시 부·모의 거주 조건

공통사항 • 사유(사망, 이혼, 실종) 발생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
• 사유(사망, 이혼, 실종)는 법률상 증명(관련 서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사망‧실종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일 경우, 사망(실종)일(법률상) 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이혼
• �이혼일(법률상) 이후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 이혼일자, 친권, 양육권은 모두 법률상 증명(관련 서류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농·어촌지역 12년 
전과정 이수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동 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고등학교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로 인정함
※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거주지(학교 소재지) 주소가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인

정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됨
※ 농·어촌학생전형의 지원자격 여부는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3. 지원조건
가. 모집단위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한국사

전 모집단위 응시 가형/나형 응시 사회/과학 응시

※ 탐구 : 사회탐구, 과학탐구 2개 중 택 1 하여 2개 과목에 반드시 응시
• 아래 모집단위 지원자 중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필수 응시 영역 아님) 취득 성적은 탐구영역에 포함하여 반영
모집단위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한문교육과

선택과목 한문 또는 중국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또는 독일어Ⅰ 한문 또는 중국어Ⅰ

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모집요강 14쪽 참조
라.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4.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점수 및 비율

수학능력시험성적 총점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800점
(100%)

800점
(100%)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방법 : 수능위주 일반학생전형과 동일(모집요강 18쪽 참조)

Ⅹ 〔수능위주〕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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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활용『동의한 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추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활용『비동의한 자(불가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③ 추가서류

나. 지원자격별 추가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2019. 12. 26(목) 이후 발급)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

①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1부 (별첨2 <서식2>원서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② 지원자(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지원자(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포함하여 발급)
④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추
가
서
류

부·모
이혼(재혼)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학생) 기본증명서(친권 또는 양육권 표시된 것) 1부

부·모
사망·실종의 경우

• 사망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 실종 : 해당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농·어촌지역
12년 전과정

이수자

①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1부 (별첨2 <서식2>원서접수 시 양식 다운로드)
② 지원자(학생)의 주민등록초본 1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포함하여 발급)
③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최종 합격한 자는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고교 졸업일 이후 발행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및 지원자격별 �
제출서류(추천서,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외)를 2020. 2. 19(수)까지 입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및 장소 : 2020. 1. 6(월) 17:00,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6. 선발기준
가. 지원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는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1) 인문·사회계열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사회탐구 응시자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2) 자연계열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과학탐구 응시자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다. 위의 동점자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대학교 별도의 사정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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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장학생(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정시 “가”군 모집요강

※  공군 조종장학생(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모집요강은 공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및 공군본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9.�12.�26(목)� 09:00 ~ 12. 31(화) 18:00 모집요강 11쪽 참조

제출서류 우송 2019.�12.�26(목)� ~ 12. 31(화) 2019. 12. 31(화) 18:00까지 도착

1단계 예비 선발자 발표 2020.� 1.� 2(목)�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1단계 예비 선발자

신체검사

별도 안내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체력검정

공군사관학교적성검사

면       접

저시력자(PRK) 추가 검사 별도 안내 신체검사 시 저시력자(PRK)검사 대상자일 경우 추가 검사 실시

합격자 발표 2020.� 2.� 4(화)�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  2.  7(금) 대구은행, 국민은행

최종충원합격통보 마감 2020.� 2.�17(월)� 21:00

•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정시모집의 입학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 인터넷 접수 : 영남대학교(http://www.yu.ac.kr),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제출서류 보낼 곳 :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 1단계 예비 선발자 유의사항 : 2차 평가일에 공군 지정 장소로 집합(1단계 예비 선발자 발표 시 안내)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기초교육 인문·사회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6명(남5, 여1)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여학생 선발인원 미달 시 여학생에 해당하는 인원을 남학생으로 선발합니다.
※ 전공 결정 : 학생의 희망(경제금융전공, 무역학전공, 경영학과 중 택1)과 우리 대학교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학년 진학 시 결정합니다.

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1996. 6. 2 ~ 2004. 6. 1 사이 �

출생자)(군필자도 지원 가능)
※ 2020학년도 입학자 임관기준일 : 2024. 6. 1(토)
※ 군 인사법 제10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Ⅺ 공군 조종장학생(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정시모집“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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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
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나.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 시 지원불가)
※ 軍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선발 및 교육과정에서 불합격 및 해임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최저학력기준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응시 가형/나형 응시 응시 국어, 수학, 영어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 
영역이 3등급 이내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점수 및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고사 신원조회 총점

1단계 500% 800점
(100%) - - - - - 800점

(100%)

2단계 100% 800점
(100%) 합격·불합격만 판정 800점

(100%)

※ 사정비율 : 모집인원 대비 전형단계별 선발인원 비율(1단계 사정비율 500%는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을 의미함)
나. 단계사정방법

• 1단계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0%(5배수)를 예비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선발합니다.
• 2단계 : 1단계 예비 선발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결과를 반영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다.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자가 취득한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와 영어영역의 등급별 반영점수에 다음과 같이 영역별 가중
치를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모집단위
영역별 가중치

수능총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3 3 2 - 800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합니다.
※ 영어영역 등급별 반영 점수(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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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성적산출 예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다음과 같은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
구분 국어 수학나형 영어(등급) 한국사

백분위 83 97 2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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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성적 = (83×3.0) + (97×3.0) + (95×2.0) = 730
라.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고사, 신원조회 : 합격·불합격만 판정합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지원자
전체

□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전산활용『동의한 자』: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전산활용『비동의한 자(불가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1부
□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 ① 입학원서 1부, ②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필,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

2019. 12. 31(화)
18:00까지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입학팀

① 신원진술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자기소개서 4부, ④ 서약서 1부, ⑤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⑦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⑧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합격 및 성적증명서) 3부,
⑨ 병적기록표 1부(예비역에 한하며, 징계사항 포함 발급),
⑩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부
※ ① ~ ④의 서식은 별도 안내(입학안내 홈페이지 확인)
※ ⑤ ~ ⑩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받아 제출
※ 사진은 원서 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업로드)

최종 
등록자

① 통장사본 1부(지원자 본인 명의), ② 등록금고지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정보증보험 가입(증권은 보험사로부터 공군으로 접수, 모집요강 36쪽 참조)

최종 등록 후
(별도 안내) 공군

7. 신체검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신체검사 장소 : 공군항공우주의료원

※ 저시력자(PRK) 검사 대상자는 별도 일정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함
다. 신체검사 반영 방법 : 적격·부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1) 신체검사 기준표
주요 항목 기준(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규정 18-6) 공중근무 I급 적용) 주요 불합격 사유

신     장 162cm 이상 196cm 이하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2 참조

좌고(座高) 86cm 이상 102cm 이하
체     중 신장별 체중표＊1 참조

시력(양안)
나안시력 양안 각각 0.5 이상, 교정시력 1.0 이상
※ �공중근무 신검 I급 항목 중 안과기준(나안 0.5 이상, 교정 1.0 이상 등) 미달�

저시력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의료원 검사에서 시력교정수술(PRK)적합자로 판정 시, 만21세 이후에시력교정수술을 
받는 조건에 의한 조건부 선발. 단, 시력교정수술을 이미 실시한 자는 선발 제외

기     타 해당 항목별 기준
＊1(별표1) 신장별 체중표

신장(cm) 최소(kg) 최대(kg) 신장(cm) 최소(kg) 최대(kg) 신장(cm) 최소(kg) 최대(kg)
162 49.9 72.2 174 57.5 83.3 186 65.7  95.1
163 50.5 73.1 175 58.2 84.2 187 66.4  96.2
164 51.1 74.0 176 58.9 85.2 188 67.2  97.2
165 51.8 74.9 177 59.5 86.2 189 67.9  98.2
166 52.4 75.8 178 60.2 87.1 190 68.6  99.3
167 53.0 76.7 179 60.9 88.1 191 69.3 100.3
168 53.6 77.6 180 61.6 89.1 192 70.0 101.4
169 54.3 78.5 181 62.2 90.1 193 70.8 102.4
170 54.9 79.5 182 62.9 91.1 194 71.5 103.5
171 55.6 80.4 183 63.6 92.1 195 72.2 104.6
172 56.2 81.4 184 64.3 93.1 196 73.0 105.6
173 56.9 82.3 185 65.0 94.1



34

영남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2(별표2)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
항목 주요 불합격 사유

체 격 • 신장 : 162cm미만, 196cm초과� • 좌고 :  86cm미만, 102cm초과� • 체중 : 신장별 체중표 참조

안 과

• 시력 : 나안시력 양안 각각 0.5 미만,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 : 양안 중 어떤 한 경선이라도 +2.00 또는 -1.50D 초과의 굴절이상, 1.50D 초과의 난시, 2.00D 초과의 부동시(조절 마비 굴절검사)
• 경도이상의 사위와 모든 종류의 사시(외사위의 경우 6 프리즘디옵터 초과)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색각이상� • 고안압증(22mmHg 이상)� • 합병증이 동반되는 첩모난생   
• 망막 :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각막 : 각막염, 각막궤양, 혼탁 등 
• 굴절 교정술의 병력(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 • 콘택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 �굴절 교정술 부적합 기준 : 교정시력 1.0 미만 / 양안 중 어떠한 경선이라도 +0.50D 또는 –5.50D 초과의 굴절이상 / 3.00D 초과의 난시 / �
2.50D 초과의 부동시
※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검사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치 과

• 결손치가 있는 경우(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제외)
• 기능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한 부정교합 
• 고정식 교정 장치를 치아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
• 만성 구강질환� • 심한 안모 비대칭    
• 잘 치료되지 않는 안면근막 동통장애 및 악 관절 장애(개폐구 장애)
• 악골 결손 또는 질환으로 언어, 저작기능 장애
• 심한 충치가 다수 있거나 심한 치주질환
※ �신검일 현재 고정성 장치로 교정치료 중인 경우, 군사훈련 시작 전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는 제외

(조건부 합격)

이비인후과
/신경과

• 고막천공 및 급/만성 중이염, 우착성 중이염,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전정기능 이상�
• 이관기능 부전(반복적 귀막힘/귀울림)�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 중증도 비중격 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주증상 : 코막힘)� •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 약물에 반응이 없는 알러지성 비염� • 비용 및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 • 간질   
• 미주신경성 실신� • 현훈(어지러움)� • 난청�
• 메니에르 병    � • 조현병,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 두부외상�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 최근 12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평가에 통과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폐/흉부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결핵이 재발한 병력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특발성 기흉 및 이전 병력� • 폐소엽 절제술 이상을 시행할 경우
• 폐의 공기주머니(낭종,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가 방사선 검사에서 확인된 경우(크기 관계없음)
• 기관지 천식이 과거 또는 현재 증상의 병력이 있고, 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인 경우

심장
/혈관계

• 심전도 상 부정맥으로 확인된 경우(정상변이는 예외)   
• 선천성 심장 질환 및 과거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등
• 고혈압 : 수축기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90mmHg 이상(신검 당일 기준)

복부
/산부인과

•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간염항원 보유자                  • 담석증
• 검사 상 비정상의 간기능 소견(약물을 복용한 병력이 있는 경우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검사/판정)
• 위장 관계 수술 병력� •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자궁내막증의 병력� • 난소 낭종 및 자궁근종(단순 기능성 낭종 및 무증상의 자궁근종은 제외)

혈액
/내분비

• 혈액검사 상 빈혈로 헤모글로빈 10g/dL 미만(원인 질환에 관계없음)� • 모든 종류의 백혈병
• 당뇨병� • 통풍� • 말단비대증
• 부신 기능이상� • 뇌하수체 기능이상� • 모든 종류의 갑상선 질환(담당 군의관 판단)

항문/직장 • 개선되지 않는 항문질환� • 직장염

비뇨
생식기

• 요로 결석(완치 후 재발이 없으며 12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 단, 제석술 시행한 경우는 24개월)
• 혈뇨(단순 특발성 혈뇨는 제외)� • 단백뇨(200mg/24hrs 초과)
• 일측 신장의 결손� • 정류고환� • 정계 정맥류(완치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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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불합격 사유

정형
외과

사지

•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질환으로 뼈에 변형 및 통증이 있는 경우(관절염)
• 골종양이 있어 수술 받거나 골에서 고름이 나온 경우(활동성 골수염, 골종양)
• 정상 관절 운동 영역에 미치지 못한 관절운동법위의 제한
• 뼈가 부러진 후 잘못 붙어서 휘거나 회전 변형이 있는 경우(불유합 골절, 부정유합 골절)
• 골에 결핵이 발생한 경우(골 관절 결핵)
• 관절이 쉽게 빠지거나 빠지려고 하는 경우(관절 중증 불안정성, Bankart병변)
• 족부에 변형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슬관절 인대파열(십자인대), 또는 이로 인한 치료 후에 불안정성, 근력약화,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이 남아있을 경우
• 오스굳씨병(X-ray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 반월상연골판 1/3이상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척추

• 요추 20도 이상,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척추 측만각이 20도 이상인 경우(중증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이전 병력    
• 척추 골절 -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 척추 마디가 붙어 있거나(선천적) 붙이는 수술을 받은 경우(척추 융합)    
• 척추전위증 또는 척추분리증

피부과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건선의 병력
• 문신(※1개(지름 7㎝초과), 2~5개(합계면적 30㎝2 이상) 또는 6개 이상)� • 기타 만성 피부질환�
• 심한 다한증, 액취증� • 광 과민성 피부질환(햇빛 알레르기)

 ※ 최근 5년 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제출(미제출 시 불합격)
모든 지원자는 공중근무의 적합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의 최근 5년 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신체검사
를 받는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당해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신체검사에 활용되며, 본인과의 면담 후 확인된 사실만 인정함.

 ※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을 경우 관련 의무기록사본과 병무용진단서를 신검 당일에 지참하여 소명 가능함.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격 사유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이 최종 판정함.(자세한 내용은 �
항공우주 의료원 특수검진과(☎043-290-5572~4)로 문의하기 바람)

2) 판정기준 : 신체검사 항목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8. 체력검정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체력검정 장소 : 공군사관학교
다. 체력검정 반영 방법 : 적격·부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1) 체력검정 기준표

종목 달리기
(남 1.5km, 여 1.2km) 윗몸일으키기(30초) 팔굽혀펴기(30초)

기준
남 7분 44초 이내 17회 이상 15회 이상

여 8분 15초 이내 14회 이상  5회 이상

2) 판정기준 : 체력검정 종목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9. 적성검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적성검사 장소 : 공군사관학교
다. 적성검사 반영 방법 : 적격·부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1) 적성검사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컴퓨터기반 공간지각력, 측정능력, 시각적 정보처리, 합리적 사고력, 시각운동, 주의배분력

모의비행평가(실습) 이륙, 상승, 수평비행, 선회, 착륙

2) 판정기준(판정기준은 정책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가) 2개 분야 적합 : 합격
나) 1개 분야 적합시 : 적·부 심의
다) 2개 분야 부적합 :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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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면접고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면접고사 장소 : 공군사관학교
다. 면접고사 반영 방법 : 적격·부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1) 면접고사 평가 내용 및 배점표 
평가항목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세부 평가내용
• 성격    
• 가치관
• 희생정신

• 학교생활 
• 가정/성장배경
• 자기소개 
• 지원동기

• 역사의식
• 논리성 등
• 주제토론

• 개인의식
• 공동의식

배점(비율) 30점(43%) 25점(36%) 15점(21%) 적/부 판정

2) 배점기준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열
3) 판정기준 : 총점 45점 이하이거나, 미흡 2개 또는 저열 1개 이상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요시 추가 심층면접 시행

11. 신원조회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신원조회 반영 방법 : 적격·부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12. 선발기준
가.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는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4)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5)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탐구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6)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탐구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다. 아래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1)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고사 결시자(일부 결시자 포함)
2)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고사, 신원조회 불합격자(일부 불합격자 포함)
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미응시자 또는 최저학력기준에 미달인 자
4) 서류 미제출자

라.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1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및 재정보증 관련서류 제출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 재정보증보험 가입 후 공군에서 일괄 지급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관련 재정보증 서류준비

가) 제출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 후(별도 안내)
나) 구비서류 : 등록금고지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명의의 통장만 가능
다) 제출부서 : 개인 → 공군

3) 재정보증보험 내용 및 가입방법
가) 재정보증보험 내용

(1) 보증보험 대상회사 : 서울보증보험사(국방부 지정)
(2) 보험계약자 : 최종 선발자
(3) 피보험자 : 국방부장관
(4) 보증보험종목 : 이행(지급)보증보험
(5) �보상내용 : 군장학생 규정에 의거 선발취소 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미필하고 전역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국방부에 반환해야 하는 재학기간 수혜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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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기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군 의무기간종료일까지
※ 대학 1학년 합격자 : 대학 4년 + 군복무 7년 = 보험기간 11년

(7) 보험가입금액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액 전액
나) 보험가입방법

(1) 최종 합격 후 공군에 등록금납입증명서, 개인통장사본 제출
(2) (주)서울보증보험사 문자 수신 후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승인 처리

※ 법적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

 ①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서(미성년자),  ② 부·모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가입 후 보증보험 증권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공군으로 접수
(4) �기타 문의 사항 : (주)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www.sgic.co.kr)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전담지점 1599-

0771로 문의
나. 유의사항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취소 사유
가) 퇴학 및 제적 시
나) 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 등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대학 재학 중 매 학기별 평균 성적이 70/100 미만인 경우
라)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마)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바)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휴학, 전학 및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사)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아) 공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제 20조에 의해, 공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정기 신체검사 불합격자)
자) 졸업 전까지 영어회화(OPIc IM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차) 현역 병적 편입되기 전까지 본인 희망으로 선발 취소 가능(수혜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취소 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및 변상면제 사유
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11.14.) 제15조에 의함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2018.1.22) 제14조에 의함

다. 기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14. 특전 및 복무기간
가.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지급(공군 예산 범위 내)
나.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 비행교육 입과(수료 시 조종사 복무)
다. 공군 조종사(장교) 근무 시 각종 혜택 수혜

1) 조종사에게는 각종 수당 추가 지급(비행수당, 피복수당 등)
2) 계급에 상응하는 숙소 또는 APT(관사) 전원 제공
3) 군생활 중 각종 교육 및 휴양 기회 부여(해외연수, 해외교육,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해외휴양 등)

라. 병과 및 복무기간
1) 비행교육 수료자 : 조종병과 장교로 복무

가) 의무복무기간 : 13년 복무
나) 장기복무장교로 당연선발

2) 비행교육 중도 탈락자 : 조종병과 이외 장교로 복무
가) 의무복무기간(7년) : 의무복무(3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가산복무(4년)
나) 본인 희망 시 경쟁에 의한 장기 복무 장교 선발로 중견간부로 관리

마. 장기복무 시 고급 간부로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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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9.�12.�26(목)� 09:00 ~ 12. 31(화) 18:00 모집요강 11쪽 참조

제출서류 우송 2019.�12.�26(목)� ~ 12. 31(화) 2019. 12. 31(화) 18:00까지 도착

1단계 예비 선발자 발표 2020.� 1.� 2(목)�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1단계 예비 선발자

인성검사 2020.� 1.� 6(월) 우리 대학교 학군단

체력검정 2020.� 1.� 6(월) 우리 대학교 학군단

신체검사 2020.� 1.� 7(화) 국군대구병원

면접고사 2020.� 1.� 8(수) 우리 대학교 학군단

합격자 발표 2020.� 2.� 4(화)� 17:00 입학안내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  2.  7(금) 대구은행, 국민은행

최종충원합격통보 마감 2020.� 2.�17(월)� 21:00

•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정시모집의 입학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 인터넷 접수 : 영남대학교(http://www.yu.ac.kr),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yu.ac.kr),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제출서류 보낼 곳 :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입학팀
• 1단계 예비 선발자 유의사항 : 2020. 1. 6(월) 지정된 시간까지 우리 대학교 학군단으로 집합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치행정 인문·사회 군사학과 10명(남10)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만 27세 이하)인 자(군필자도 지원 가능)

※ 군 인사법 제10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육군 군장학생(군사학과) 정시 “가”군 모집요강
※  육군 군장학생(군사학과) 모집요강은 육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

리 대학교 및 육군본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Ⅻ 육군 군장학생(군사학과)(정시모집 “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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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
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단,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7751호)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 연령은 군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나.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 시 지원불가)
※ 軍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선발 및 교육 과정에서 불합격 및 해임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및 유형, 가산점,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응시유형에 
따른 가산점 최저학력기준

군사학과 응시 가형/나형 응시 응시 수학가형 국어, 수학, 영어영역 등급의 합이 15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영역에 응시
※ 수학가형 취득 성적은 최저학력기준 산출 시 1등급 상향한 후 적용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배점 및 반영비율

전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별 성적반영점수 및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체력검정성적 면접고사성적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총점

1단계 400% 700점
(100%) - - - - - 700점

(100%)

2단계 100% 700점
(70%)

100점
(10%)

200점
(20%) 합격·불합격(적·부)만 판정 1,000점

(100%)

※ 사정비율 : 모집인원 대비 전형단계별 선발인원 비율(1단계 사정비율 400%는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을 의미함)
나. 단계사정 방법

• 1단계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으로 모집인원의 400%(4배수)를 예비 선발하며, 동점자는 전원 선발합니다.
• �2단계 : 1단계 예비 선발자를 대상으로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주관 하에 체력검정, 면접고사,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를 육군의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에 의해 시행하며, 시행 결과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 대학수
학능력시험성적, 체력검정성적, 면접고사성적의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다.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자가 취득한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와 영어영역의 등급별 반영 점수에 다음과 같이 영역별 가
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모집단위
영역별 가중치 응시 유형에 따른 가산점

수능총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수학가형

군사학과 2.5 2.5 2.0 - 0.375 700
(737.5)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합니다.
※ 가산점으로 인해 수능총점이 700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영어영역 등급별 반영 점수(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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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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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산출 예시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다음과 같은 학생이 지원했을 경우
구분 국어 수학가형 영어(등급) 한국사

백분위 83 97 2 응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성적 = (83×2.5) + (97×2.5) + (95×2.0) + (97×0.375) ＝ 676.375 ≒ 676.38
라. 체력검정성적 반영 방법 : 체력검정 종목별 등급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면접고사성적 반영 방법 : 면접고사 평가내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 합격·불합격(적·부)만 판정합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장소

지원자 전체

□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전산활용『동의한 자』: 입학원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전산활용『비동의한 자(불가자)』: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1부
□ 국외 고교 졸업(예정)자 : ① 입학원서 1부, ②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 공증)

2019. 12. 31(화)
18:00까지 제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입학팀

1단계
예비 선발자

① 지원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선발부대용) 1부,  ④ 신원진술서 1부,  
⑤ 자기소개서 4부,  ⑥ 주민등록 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기본증명서 1부,  
⑨ 증명사진 3매,  ⑩ 병적기록부(복무경험이 있는 자) 2부,  ⑪ 개인신용정보서 1부,
⑫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7부(검정고시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7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① ~ ⑤의 서식은 1단계 예비 선발자 발표 시 안내
※ ⑥ ~ ⑫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받아 제출

2020. 1. 6(월)
학군단 직접 제출
(신분증, 수험표 
반드시 지참)
※ 당일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학군단

최종 등록자
① 통장사본 1부(지원자 본인 명의),
② 등록금고지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정보증보험 가입(증권은 보험사로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 재정과로 접수, 모집요강 42쪽 참조)

최종 등록 후
(별도 안내) 학군단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개명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개명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7. 인성검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인성검사 일시 및 장소 : 2020. 1. 6(월), 우리 대학교 학군단
다. 인성검사 반영 방법

• 육군 간부 선발 시 시행하는 인성검사 도구를 적용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고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8. 체력검정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체력검정 일시 및 장소 : 2020. 1. 6(월), 우리 대학교 학군단
다. 체력검정 평가 방법 : 종목별 등급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함

1) 종목 :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 판정기준은 점수제를 적용
3) 평가는 종목별 1회만 실시하고 등외 종목은 해당 종목만 0점 처리(포기시 불합격처리)

※ 평가종목별 순서는 평가일 기상을 고려하여 결정
라. 체력검정 등급 및 배점표

1) 평가기준 / 배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등외

1.5Km 달리기 50 49 48 47 46 45 44 43 42 0

윗몸일으키기 30 29.4 28.8 28.2 27.6 27 26.4 25.8 25.2 24.6 0

팔굽혀펴기 20 19.6 19.2 18.8 18.4 18 17.6 17.2 16.8 1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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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목별, 연령별 등급 기준
종목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등외

1.5km
달리기

만25세
이 하

남 6'08"이하 6'18"이하 6'28"이하 6'38"이하 6'48"이하 6'58"이하 7'08"이하 7'18"이하 7'28"이하 7'29"이상 등외
여 7'39"이하 7'49"이하 7'59"이하 8'09"이하 8'19"이하 8'29"이하 8'39"이하 8'49"이하 8'59"이하 9'00"이상 등외

만26세
이 상

남 6'18"이하 6'28"이하 6'38"이하 6'48"이하 6'58"이하 7'08"이하 7'18"이하 7'28"이하 7'38"이하 7'39"이상 등외
여 7'49"이하 7'59"이하 8'09"이하 8'19"이하 8'29"이하 8'39"이하 8'49"이하 8'59"이하 9'09"이하 9'10"이상 등외

윗 몸
일으키기

(2분)

만25세
이 하

남 86회이상 82회이상 78회이상 74회이상 70회이상 66회이상 62회이상 58회이상 54회이상 34회이상 34회미만
여 71회이상 67회이상 63회이상 59회이상 55회이상 51회이상 47회이상 43회이상 39회이상 29회이상 29회미만

만26세
이 상

남 84회이상 80회이상 76회이상 72회이상 68회이상 64회이상 60회이상 56회이상 52회이상 32회이상 32회미만
여 68회이상 64회이상 60회이상 56회이상 52회이상 48회이상 44회이상 40회이상 36회이상 26회이상 26회미만

팔굽혀
펴 기
(2분)

만25세
이 하

남 72회이상 68회이상 64회이상 60회이상 56회이상 52회이상 48회이상 44회이상 40회이상 25회이상 25회미만
여 35회이상 33회이상 31회이상 29회이상 27회이상 25회이상 23회이상 21회이상 19회이상 16회이상 16회미만

만26세
이 상

남 70회이상 66회이상 62회이상 58회이상 54회이상 50회이상 46회이상 42회이상 38회이상 23회이상 23회미만
여 33회이상 31회이상 29회이상 27회이상 25회이상 23회이상 21회이상 19회이상 17회이상 12회이상 12회미만

9. 신체검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 : 2020. 1. 7(화), 국군대구병원

※ 우리 대학교 학군단에 집결하여 학교 차량으로 단체 이동
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
구분 질병·심신장애 신체등위 신장·체중 신체등위 비고

합격기준 3급 이내 2급 이내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자는 2차평가(체력검정, 면접(인성)평가) 결과 등을 �
고려하여 심의 후 합·불 판정

※ 신체검사 재검판정자는 군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응시하여야 하며, 재검에 불응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신체조건 기준표 : 육군모집 홈페이지『선발신체검사기준표』참조(http://www.goarmy.mil.kr)

라. 신체검사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개인 신원확인 불가자) 응시 불가
2) 신체검사 전일 2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신체검사 시작 12시간 이전)
3) 음주 또는 각종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검사 오류 또는 불합격 사유는 응시자 책임
4)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 착용
5)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로만 이동

※ 상용 정보통신장비(휴대전화, PDA, DMB, 디지털카메라, MP3, USB 등) 휴대 불가
6) 재검은 1회만 가능, 재검자는 재검기간 및 사유에 대한 지원자 본인이 명확히 확인

10. 면접고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
나. 면접고사 일시 및 장소 : 2020. 1. 8(수), 우리 대학교 학군단
다. 면접고사 평가 내용

구분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4면접장

평가내용 • 외적자세 
• 품성평가 • 내적역량(국가관, 리더십 등) • 인성평가 • 종합판정

11. 신원조사
가. 대상 : 1단계 예비 선발자(2단계 전형 결시자 제외)
나. 신원조사 반영 방법 : 적격·부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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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발기준
가. 지원자의 각 전형요소별 득점을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는 아래 순으로 선발합니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환산점수가 높은 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이 우수한 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4)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응시자
5)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표준점수가 높은 자
6)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2개 과목 평균) 표준점수가 높은 자(탐구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상위 1개 과목) 표준점수가 높은 자(탐구영역 미응시자는 0점으로 반영)
8) 체력검정성적이 높은 자

다. 아래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1)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고사 결시자(일부 결시자 포함)
2)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사 불합격자
3)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미응시자 또는 최저학력기준에 미달인 자
4) 서류 미제출자

라. 지원자격 미달로 확인된 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1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및 재정보증 관련서류 제출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 재정보증보험 가입 후 육군학생군사학교 재정과에서 일괄 지급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관련 재증보증 서류준비

가) 제출시기 : 최종합격자 발표 후(별도 안내)
나) 구비서류 : 등록금고지서(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명의의 통장만 가능
다) 제출부서 : 개인 → 학군단 → 육군학생군사학교(재정과)

※ 가산복무지원금 신청 세부 절차/방법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재정과 문의(043-830-6154)
3) 재정보증보험 내용 및 가입방법

가) 재정보증보험 내용
(1) 보증보험 대상회사 : 서울보증보험사(국방부 지정)
(2) 보험계약자 : 최종 선발자
(3) 피보험자 : 국방부장관
(4) 보증보험종목 : 이행(지급)보증보험
(5) �보상내용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의거 선발취소 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미필하고 전역하는 경우 군 가산복

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국방부에 반환해야 하는 재학기간 수혜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6) 보험기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군 의무기간종료일까지

※ 대학 1학년 합격자 : 대학 4년 + 군복무 7년 = 보험기간 11년
(7) 보험가입금액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액 전액

나) 보험가입방법
(1) 최종 합격 후 학군단에 등록금납입증명서, 개인통장사본 제출
(2) (주)서울보증보험사 문자 수신 후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승인 처리

※ 법적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

 ①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의서(미성년자), ② 부·모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가입 후 보증보험 증권은 보증보험사로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재정과)로 접수
(4) �기타 문의 사항 : (주)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www.sgic.co.kr)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전담지점 �

1599-0771로 문의
나. 유의사항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은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정의 및 선발취소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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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2조 (정 의)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로 임용되기를 원하
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군인사법」제7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
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을 말한다.

제14조 (선발취소 신청 등)
1.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적사유
가) 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자
나) 품행이 불량한 자(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다)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
라)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
마) 학과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자
바)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과)를 옮긴 자
사) 소집교육 및 간담회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체력검정간 3회 이상 재측정 시까지 불합격한 자

3) 장학금 반납 및 면제 사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1. 제13조(제적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 된 사람
2. 제14조(자진포기, 현역의 병적(병적)에 편입전 포기한 자)에 따라 선발취소 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948호 2018. 1. 22)
제14조 (장학금 반납의 면제)<개정 2018. 01. 22>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전상)ㆍ공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군인사법」제8조 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기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육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14. 기타
가. 군사학과 신입생 전원은 1, 2학년 동안 생활관(기숙사)에 의무 입주해야 합니다(재관비는 개인 부담).
나. 생활관 신청 시 전원 우선선발이 되며, 입학원서 작성 시 생활관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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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의한 교과성적(이하『교과성적』이라 함), 출결상황에 의한 출결성적(이하『출결성적』이라 
함), 특별활동상황에 의한 봉사활동실적(이하『봉사성적』이라 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〇 요소별 반영비율 : 교과성적 85%, 출결성적 10%, 봉사성적 5%
가. 교과성적 산출 방법 : 지원 계열별 지정교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합니다.

1) 교과성적 산출 활용지표 및 학년별 성적반영비율

졸업(예정)
년도

학년별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년별 성적 반영비율(%)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20. 2월
~

2008. 2월
지정교과목 석차등급

(학기별)
지정교과목 석차등급

(학기별)
지정교과목
석차등급
(학기별)

100 3개 학년 중 1개 또는 2개 학년에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한 과목
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이수한 과목
이 있는 2개 학년 또는 1개 학년 성적
만 반영

2007. 2월
~

1999. 2월
지정교과목 석차

(학년별)
지정교과목 석차

(학년별)
지정교과목 석차

(학년별) 100

1998. 2월 전과목 석차
(학기별)

지정교과목 석차
(학년별)

지정교과목 석차
(학년별) 100 1학년에 이수단위 합계가 없는 경우 : 

이수단위를 1로 하여 반영

1997. 2월 전과목 석차
(학기별)

전과목 석차
(학기별)

지정교과목 석차
(학년별) 100 1학년 또는 2학년에 이수단위 합계가 

없는 경우 : 이수단위를 1로 하여 반영

1996. 2월
이전 전과목 계열석차(전학년) 100 전학년 계열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학

기별 석차를 이용하여 산출

2) 지정교과의 반영과목 및 가중치
• 지정교과 반영 : 지원 계열에 따른 지정교과목 중 지원자가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합니다.

가) 지원 계열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지원계열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1학년 2, 3학년

인문·사회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국어,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 상경대학(주, 야), 경영대학(주, 야) 은 수학교과 추가 반영

자     연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수학, 영어, 과학

나) 지정교과목 및 교과별 가중치 :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 과목명 사이 기호(“-”, “.”, “·” 등)가 있거나 생략되어도 모두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사회·문화, 사회.문화, 사회문화 등)함
※ 상기 과목 이외에도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과목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음

3) 교과성적 산출 방법
전형(모집단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식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600 + 8.00 × (11-전학년 석차등급)

※ 전학년 석차등급 9등급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과 관계없이 교과성적 0점을 적용합니다.

가)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교과목 석차등급 산출

• 2008. 2월 이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석차등급 활용
• 1999. 2월 이후 ~ 2007. 2월 이전 졸업자 : 과목석차백분율을 석차등급 변환표(아래 *참조)에 적용하여 과목별 석차등급 산출
○ 과목석차백분율 = 과목석차 ÷ 과목재적생수 × 100

② 과목별 석차등급, 이수단위를 활용하여 전학년 석차등급 산출

○ 전학년 석차등급 = Σ(과목별 석차등급 × 과목 이수단위) 
총 이수단위

※ �석차등급이 1~9등급으로 기재된 교과목만 반영하며,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교과목(A+, P/F, 이수, 미흡, 보통, 우수, 
‘.’ 등)은 반영하지 않음

※ 전학년 석차등급 및 영어교과 전학년 석차등급 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합니다.
※ 동점자 처리를 위한 영어교과 석차등급이 없을 경우 전학년 석차등급을 영어교과 석차등급으로 반영함

Ⅰ 부   록



45

http://enter.yu.ac.kr

나)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① 학기(학년/계열) 석차를 활용하여 전학년 석차백분율 산출

졸업년도 전학년 석차백분율 산출방법

1998. 2월 졸업자
1학년은 학기별 전과목 석차, 2학년 및 3학년은 지정교과목 석차를 이용하여 아래 식을 적용하여 산출

○ 
Σ(학기석차 ÷ 학기재적생수 × 학기이수단위합) + Σ(과목석차 ÷ 과목재적생수 × 과목이수단위)

총 이수단위
× 100

1997. 2월 졸업자
1학년 및 2학년은 학기별 전과목 석차, 3학년은 지정교과목 석차를 이용하여 아래 식을 적용하여 산출

○ 
Σ(학기석차 ÷ 학기재적생수 × 학기이수단위합) + Σ(과목석차 ÷ 과목재적생수 × 과목이수단위)

총 이수단위
× 100

1996. 2월 이전 졸업자

전학년 계열석차를 적용하여 산출(계열석차÷계열재적생수×100)
• 전학년 계열석차가 없을 경우 학기별 석차를 이용하여 아래 식을 적용하여 산출

○ 
Σ(계열(학년)석차 ÷ 계열(학년)재적생수)

Σ(이수학기수)
× 100

② 전학년 석차백분율을 석차등급 변환표(아래 *참조)에 적용하여 전학년 석차등급 산출
※ �교과성적 동점자 처리를 위한 1998년 2월 이전 졸업자의 영어교과 전학년 석차등급 산출 : 영어교과 성취도(수, 우, 미, 양, 가)

를 석차등급 변환표(아래*참조)에 적용하여 석차등급을 산출한 후 가)의 ②항을 기준으로 영어교과 전학년 석차등급을 산출
합니다.

※ 영어교과 전학년 석차등급 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합니다.
＊(별표) 석차등급 변환표

석차백분율(%) 0~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

성취도 - 수 우 - 미 - 양 가 -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나. 출결성적 산출방법 : 고교 3년간의 무단 결석일수를 아래의 출결성적 등급표에 적용하여 산출
• 출결성적 등급표

결석일수
(무단) 등급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성적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0 ~ 2 1 80.00
3 ~ 6 2 77.00
7 ~ 12 3 71.00
13 ~ 20 4 62.00
21 ~ 30 5 55.00
31 이상 6 0

다. 봉사성적 산출방법
1) 고교 3년간의 봉사활동실적을 봉사성적 등급표에 적용하여 산출

• 봉사성적 등급표

봉사활동시간 등급
학교생활기록부 봉사성적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30 이상 1 40.00
25 ~ 29 2 39.00
15 ~ 24 3 38.00
5 ~ 14 4 37.00
1 ~ 4 5 36.00

0 6 0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봉사활동실적만 인정
2)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상 봉사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자는 출결등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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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제도
가.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종류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내역 계속수혜기준

박정희
리더십
장학금

21세기천마특별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최종 입학자 중 국어,수학, 탐구(2개 과목평
균)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계열별 1위이고, 
영어영역이 1등급인 자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 포함), 
자연계열로 구분함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1

③ 교재비(학기당 240만원)*2

④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
수업료 전액*3

⑤ 생활관 우선 선발*4

※ 특기사항 참조

•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
점평균이 B+(3.5)이상이면서, 해당 학부(과) 석차가 상
위 20% 이내를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속 수혜할 수 있
으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 이상 계속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
실한다.

• �다만,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이후 성적이 회복될 경우에
는 장학금 지급내역 중 수업료 전액만을 수혜대상 장학
금으로 한다.

• 단,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학기에 포함한다.

21세기
천마
특별

장학금

A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4% 이내이고, 영어영
역이 1등급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1

③ 교재비(학기당 180만원)*2

④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
수업료 전액*3

⑤ 생활관 우선 선발*4

※ 특기사항 참조
•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
점평균이 B+(3.5)이상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속 수혜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 이
상 계속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
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 단,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학기에 포함한다

의예과 『의예과는 의과대학 장학제도 참조』

C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10% 이내이고, 영어영
역이 1등급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1

③ 교재비(학기당 120만원)*2

④ 생활관 우선 선발*4

※ 특기사항 참조
정책
과학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입학자 중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상위1개 과목)
영역 등급의 합이 8등급 이내인 자

입학
우수
특별

장학금

A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14%(자연계열 18%)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① 입학금 전액
② 수업료의 70%(8개 학기)

•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
점평균이 B+(3.5)이상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속 수혜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 이
상 계속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
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 단,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학기에 포함한다.

『의예과는 의과대학 장학제도 참조』

B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18%(자연계열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의예과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수업료의 70%(4개 학기)

『의예과는 의과대학 장학제도 참조』

Ⅱ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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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우수

장학금 

A 최초합격자 중 학부(과) 석차 상위 5% 이내 수업료의 50%(1개 학기)

B 최초합격자 중 학부(과) 석차 상위 8% 이내 수업료의 30%(1개 학기)

경시대회
장 학 금

우리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시, 경연
대회 요강에 의한 장학특전 해당자로서 해
당 부서장 또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한 자

경시·경연대회 요강에 의함 • �경시·경연대회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 계속
수혜기준에 의한다.

천마가족
장학금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
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 이상 취득하
고,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중 우리 대
학교 학부과정에 가족(부·모·형제·자매) 2명 
이상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
의 기간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

수업료의 30% • 매학기 신청 절차에 의하여 별도로 정함
• 신입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면학장학금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소정
의 절차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국
가장학금 유형1 에 선발된 자

국가장학금 유형1 선발자 : 수업료 �
전액(국가장학금 + 학교장학금) • 매학기 신청 절차에 의하여 별도로 정함

그린에너지
연합전공 

특별장학금

그린에너지 연합전공 합격자로서 대학수학
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상
위 1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이내
인 자
단, 반영영역이 모두 3등급이내

① 입학금 전액
② 수업료의 전액(8개 학기)

•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
업성적 평점평균이 B+(3.5)이상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
속 수혜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
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
회 이상 계속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한다.

• 단, 미 수혜학기는 지급학기에 포함한다.

국제개발및 
새마을학
연합전공 

특별장학금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 합격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
분위 평균이 상위 23%이내이고,영어영역 2
등급 이내인 자

수업료의 50%(4개 학기)

•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
업성적 평점평균이 B+(3.5)이상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
속 수혜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
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
회 이상 계속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한다.

• 단, 미 수혜학기는 지급학기에 포함한다.

장학종류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내역 계속수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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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과대학 장학제도
장학종류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내역 계속수혜기준

21세기
천마특별
장학금

최초합격자 중 석차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12개 학기)
② 단기해외어학연수(1회)*1

③ 교재비(학기당 180만원)*2

④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 �
수업료 전액*3

⑤ 생활관 우선 선발*4

※ 특기사항 참조

• �직전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
점평균이 B+(3.5)이상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속 수혜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
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 이상 계속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 단,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학기에 포함한다.입학우수
특별

장학금

A 최초합격자 중 석차 상위 30% 이내인 자 ① 입학금 전액
② 수업료의 70%(8개 학기)

B 최초합격자 중 석차 상위 50% 이내인 자 수업료의 70%(4개 학기)

다. 군가산복무지원금 및 장학혜택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종류 장학금 지급내역 계속수혜기준

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
입학자

군가산복무지원금*6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 �지급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자 규정에 따른다.

장학혜택(교비)
② 교재비(학기당 60만원)*2

③ 생활관 우선 선발(1학년)*4

④ 해외연수(1회)*5

※ 특기사항 참조

• �재학 중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과)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
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3.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상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
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 이상 계속수혜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
외한다.

군사학과 입학자

군가산복무지원금*6 ① 입학금, 수업료 전액(8개 학기) • �지급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
자 규정에 따른다.

장학혜택 ② 생활관 우선 선발(1학년, 2학년)*4

※ 특기사항
1) 수업료 : 입학금, 수혜비를 제외한 납입 금액
2) 장학생의 선발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별도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반올림한다.
3) 학부(과)우수장학금은 일반학생전형, 창의인재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에 한해 장학대상자를 선발한다.
4) 장학금 지급내역

*1 �단기해외어학연수경비 : 우리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학생을 상호파견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대학의 연수(약 1개월간) 소요 경비(왕복항공료+수강료+기숙
사비(기숙사 식비 포함))로서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한 이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수신청은 반드시 재학기간(졸
업학기 이전) 중에 하여야 한다.

*2 �교재비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의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3 �대학원 석사과정(2년)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단, 학사

과정 졸업 후 2년 내에 대학원 입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4 �생활관 우선 선발 : 본인이 생활관 입주를 신청할 경우 생활관 선발 지침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생활관비는 본인 부담). 단, 우선 선발은 매년 1학기 정규 선발 시에

만 해당되며(1·2학기 추가모집에는 우선 선발 없음), 생활관 선발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5 �해외연수 : 우리 대학교 해외연수 선발규정을 충족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발하되, 연수프로그램의 종류와 소요경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6 �군가산복무지원금 : 해당 군가산복무지원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군가산복무에 대한 대가성 지원금이며,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반납,반납의 면제 등

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해당 군가산복부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에 따른다. 지원금은 군의 예산운용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박정희리더십장학금, 21세기천마특별장학금(의예과 제외), 입학우수특별장학금(의예과 제외), 경시 대회장학금, 면학장학금은 최초합격

자 및 충원합격자를 구분하지 않고 장학대상자를 선발한다. 단, 21세기천마특별장학금 중 의예과, 입학우수특별장학금 중 의예과, 학부
(과)우수장학금은 최초합격자에 한해 장학대상자를 선발하며,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차순위자로 추가 선발하지 
않는다.

6)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에 있어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며, 교내 장학금 간 중복 대상자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종류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7) �기타�
장학금 지급내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 등은 우리 대학교 장학금규정 및 우수신입장학생관리지침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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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학생 장학제도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업성적우수자를 위한 우수장학금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복지장학금(추천, 면학, 근로장학금 등), 그리고 
각종 교외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

학업성적우수장학금
과락없이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로서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 단, 장학금액의 종류별 지급 여부는 학부(과)에서 정함

① 수업료 전액
② 수업료의 70%
③ 수업료의 50%
④ 수업료의 30%

추천장학금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소
속 학부(과)장, 주무처장 및 장학사정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자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장학금

면학장학금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2.0)이상인 자 중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한 자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장학금

희망장학금 장애1~3급인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2.0) 이상인 자 중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 수업료의 30%

근로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자 근로조건에 따른 장학금

유학장학금

당해국 어학실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가운
데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대외협력처에서 선발한 자
※ �미국 St. John’s University 3+2 학석사연계프로그램, 2+2 Double Degree Program(복수학

위제), YU GSP(해외자매대학 파견 어학연수프로그램), GTS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프로그램), 
YUGP (신흥지역 전문가 육성 장학금) 등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장학금

기타장학금 25종의 교내장학금과 60여종의 교외장학금

※ 장학종별 자격요건, 장학금액 등은 우리 대학교 장학금규정, 장학금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지침에 의하여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장학종류 지급기준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8개 학기 동안 수업료 전액 지급
※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신입생(단, 의과대학, 약학대학 제외)
※ 선발 기준 및 계속수혜조건 : 정부 지침에 의함

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인문·사회계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8개 학기 동안 수업료 전액 지급
※ 선발기준 및 계속수혜조건 : 정부 지침에 의함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예체능계열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4개 학기 동안 수업료 전액 지급
※ 선발기준 및 계속수혜조건 : 정부 지침에 의함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소득수준, 성적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선발기준 : 정부 지침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가구(자녀3명 이상)의 대학생에게 소득수준, 성적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선발기준 : 정부 지침에 의함

지역인재장학금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입학성적 우수 신입생에게 수능 성적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 지급
※ 선발기준 및 계속수혜조건 : 정부 지침에 의함

※ 국가장학금의 시행여부,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정부의 시행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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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2. 학교생활안내
가. 생활관

1) 지원자격 : 신입생 및 재학생(단,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폐결핵 등)이 없는 자)
2) 선발기준

가) 신입생 선발비율 : 수용인원의 55%
나) 대학별 배정인원은 대학별 입주 희망자에 따른 비례 배분
다) 신입생 : 거리 70%, 입학성적 30% 반영
라) 우선선발 : 매년 1학기 최초 정규 선발 시에만 해당

※ 1학기 추가모집 및 2학기 모집에는 우선 선발 없음.
-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지체장애 5급 이상
- 박정희리더십장학생, 21세기천마특별장학생
- 공군 조종장학생(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은 1학년만 해당
- 육군 군장학생(군사학과)은 1, 2학년만 해당

3) 재관기간 :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말까지 재관할 수 있다.
4) 수용인원 : 2,700여명
5) 재관비 및 식비

가) 재관비(학기당) : 관리비 624,000원~840,000원(2019학년도 1학기 2인 1실 기준)
나) 식비(학기당) : 3식·2식·식사안함 선택 가능(★ 생활관 식비는 생활관 식당에 한함)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 827,200원(1일3식/1식 2,350원), 672,600원(1일2식/1식 2,850원)
다) 방학 중 재관비 및 식비 별도

6) 기본시설 및 복지시설
가) 기본시설 : 침대, 옷장, 책상, 신발장, 구내전화,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LAN 등
나) 복지시설 : 독서실, 도서실, 세미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농구장, 편의점 등

※ 생활관 행정실 ☎ 053-810-8004~8005, 홈페이지 http://dormi.yu.ac.kr
나. 외국어교육원

1) Professional/Academic English(정규 학점과정 교과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게 하며, 영어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여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영어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합니다.

2) 외국어특강(비학점 과정)
정규학기와 방학기간 중 수준별 영어회화를 비롯하여 기초영문법, OPIc, TOEIC, TOEFL 등의 영어강좌와 수준별 일본어 및 중국어회
화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외국어강좌를 개설합니다.

3) 원어민교원과 함께하는 토요세미나
외국어교육원의 원어민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재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학기 중 외국어학습에 대한 유익한 조언, 다양한 
강의 및 흥미로운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실력배양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외국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인재의 소양을 기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 집중영어프로그램(Intensive English Program)
우리학교 국제교류프로그램(OPP 및 WTW)과 연계한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배낭여행 대비 어학프로그램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중 1
주간 30시간 동안 원어민회화를 비롯하여 현지문화체험, 현지인 인터뷰 등을 대비할 수 있는 학점과정입니다.

5) 집중중국어프로그램(Intensive Chinese Program)
우리학교 국제교류프로그램(WTW)과 연계한 해외배낭여행 대비 어학프로그램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중 1주간 30시간 동안 중국어 
원어민회화를 비롯하여 현지문화체험, 현지인 인터뷰 등을 대비할 수 있는 학점과정입니다.

6) English Help Desk 운영
외국어교육원의 글로벌라운지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 학기 초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원어민 교원이 
재학생에게 영어학습 방안, 작문 첨삭, 영어면접 지원등 각종 질문에 응하고 회화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7) VLAS(Volunteers for Language and Administrative Support) 프로그램(언어자원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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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언어자원봉사자를 선발해 외국어교육원 소속 원어민교수들과의 언어장벽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역, 
번역 등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원어민교수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평하고 있으며, 참가학생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8) 어학자습실
오디오 및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오디오 어학학습 시스템과 외국어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
합니다. 특히 별도로 마련된 스피킹 부스에서는 잘 갖춰진 방음시설을 이용하여 마음껏 어학실력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9) 각종 영어시험 고사장 운영
가) 정기 토익(TOEIC) 고사장 운영, 기관토플(TOEFL Institutional Testing Program) 고사장 운영
나) 모의토익시험(무료) : 월 1회 실시
다) 유료 모의 TOEIC Speaking 시험 및 유료 모의 OPlc 시험(14,000원 가량) 시험 : 월 1회 실시

※ 기초교육대학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 053-810-1631~1634, 홈페이지 http://fli.yu.ac.kr
다. 세계와 함께 하는 대외협력처

전 세계 53개국 430개 대학 및 연구기관(2019년 5월 기준)과의 활발한 학술 교류로 세계를 만납니다.
1) ESP : Exchange Student Program(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해외 자매대학으로 최대 2개 학기까지 파견되는 유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과 해외 자매대
학 간의 교류협력 협정에 의해 파견 기간 동안 자매대학의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50~300여 명의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어 파견되고 있습니다.

2) GIP : Global Internship Program(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 또는 현지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실무도 익히고 현지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견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에서 소정의 경비를 지원하며 "해외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
정"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최대 2개 학기 3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공학점
은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YU GSP : Yeungnam University Global Study Program(학기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자매대학에서 1개 학기동안 외국어(영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일본어 등)을 배우
면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매학기 유학장학금이 지원되며, 해외어학실습 학점도 인정
됩니다.

4) YUGP(YU Global Pioneer)
글로벌 교육기회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신흥개발지역(동남아시아,아프리카, 인도 등) 전문가로서
의 미래를 설계하고 담대한 도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발심사 최우수 학생 1명에게는 UN본부 한국대학생대표단 프로그램 참가비와 항공료를 지원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현지 생
활비 및 항공료가 지원됩니다.

5) GTS : Global Talents Scholarship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프로그램)
단과대학 추천을 통해 선발된 우수 학생에게 저학년(1~2학년) 때는 외국어교육 및 단기 해외파견, 고학년(3~4학년) 때는 교환학생, 해
외현장실습 등 장기해외파견 기회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진취성 및 글로벌 수준의 실무 역량을 겸비한, 준비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TS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외국어교육비 및 공인외국어시험(TOEFL ibt, JLPT) 응시비용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1
회)되며, 교비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선 선발권과 기타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6) WTW : Window To the World(해외자율배낭여행)
방학기간 동안 해외의 우수 대학 또는 기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으로 팀을 이루어 배낭여행을 하며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
서에 따라 연구,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제 시행 계획서 평가 후 선발된 팀(연간 200~250여명)에게 지역별 일정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 Buddy Program(외국인 교환학생과 일대일 친구하기)
해외 자매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파견된 외국인 교환학생과 우리 대학 재학생을 일대 일로 짝을 지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외국인 교환학생이 우리나라 및 우리 대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봉사학점(1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8) GHF : Global Harmony for the Future (글로벌 지식나눔 프로그램)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내교 교환학생이 1개 팀을 이루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모집·선정한 관할지역 내 중학교를 방문, 자유학년
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관학협동 글로벌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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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환학생과 재학생에게는 해당 중학교장과 우리 대학 대외협력처장 명의 수료증이 각각 발
급됩니다. 

9) LPP : Language Partner Program(외국인 친구와 외국어스터디 하기)
해외 자매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파견된 외국인 교환학생과 우리 대학 재학생 2~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
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당 4시간 이상 자율적인 외국어 스터디를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과의 
친교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이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USA : University Student Ambassador(국제홍보대사)
세계무대에서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홍보대사로서 각종 국제교류 행사 및 국제화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통역 및 국제 행사 진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SA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영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임명장이 주어지며, 활동기간(1년) 매학기 소정의 
홍보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국제교류팀 ☎ 053-810-7871~7876, 홈페이지 http://intl.yu.ac.kr
라. 학생복지시스템(장애학생 교육지원)

시각, 청각, 지체 및 기타장애 학생들이 다양하게 재학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시행, 학사
정보 안내, 학습 및 평가관련 편의 제공,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각종 심리상담과 진로·취업프로그램 지원 및 휴게실 등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입학상담 전용창구 운영 및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 사전 요청 접수 시 우리 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수험생

의 원활한 고사진행을 위해 편의지원 제공
※ 장애학생지원센터 ☎ 053-810-1164, 홈페이지 http://jangae.y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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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안내
가.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1) 교직과정 설치전공 학부(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2019학년도 입학자 기준』

대학 학부(과) 전공 자격증
표시과목

선발
인원 비고 대학 학부(과) 전공 자격증

표시과목
선발
인원 비고

문과

국어국문학과 국어 5 경영 경영학과 상업 5
중국언어문화학과 중국어 5 소계 5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2

생명
응용
과학

원예생명과학과 식물자원·조경 3
영어영문학과 영어 5 산림자원및조경학과 식물자원·조경 3
유럽언어
문화학부 

프랑스어문 프랑스어 3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3
독일언어문화 독일어 2 소계 9

철학과 철학 3

생활
과학

가족주거학과 가정 5
역사학과 역사 6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5 표시과목없음
문화인류학과 역사 3 체육학부 체육학 체육 6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3 표시과목없음 무용학 체육 3
사회학과 일반사회 3 의류패션학과 의상 3

소계 40 소계 22

자연
과학

수학과 수학 4

디자인
미술

미술학부 회화 미술 5
통계학과 수학 4 트랜스아트 미술 2
물리학과 물리 2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 3
화학생화학부 화학 화학 4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 3
생명과학과 생물 2 생활제품디자인학과 디자인 3

소계 16 소계 16

공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 3
음악

음악과 음악 4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재료 2 성악과 음악 2

화학공학부 화공시스템 화공 5 소계 6
고분자·바이오소재 화공 3

건축
학부

건축학부 건축공학 건설 2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섬유 2 건축학(5년제) 건설 2

소계 15 소계 4

기계
IT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 기계 2

야간
강좌
개설
부

국어국문학과 국어 3
기계설계 기계 3 정치외교학과 일반사회 2
첨단기계 기계 2 행정학과 일반사회 3

전기공학과 전기 2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 일반사회 3
전자공학과 전자 5 무역학부 무역학 상업 2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3 경영학과 상업 2
정보통신공학과 통신 2 소계 15

소계 19

연계
전공

정치
행정

정치외교학과 일반사회 3
행정학과 일반사회 5

소계 8

상경
경제금융학부 경제금융 일반사회 9
무역학부 무역학 상업 3

소계 12
※ 자격증 표시과목 및 선발인원은 향후 교육부 승인 결과 및 우리 대학교 학부(과) 편성, 입학정원 조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직과정안내
사범대학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의 교원 및 부족교원의 충원을 위한 준사범적 교원양성제도인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부(전공)·학과에 재학중인 일반 학생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사범대학 출
신자와 동일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경
우 국가에서 실시 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
다.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부(전공)·학과별로 2학년 1학기 초에 본인이 신청 하여야 하며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합
니다.

4)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복수전공 승인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도덕윤리교육
(표시과목�:�철학,�교육학) 도덕·윤리

해당 표시과목�
관련 주전공�

교직과정
이수자만�
이수가능

통합사회교육
(표시과목�:�역사,�일반사회) 공통사회

통합과학교육
(표시과목�:�물리,�화학,�생물) 공통과학

기술가정교육
(표시과목�:�가정) 기술·가정



54

영남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나. 연계전공 안내
1) 연계전공의 의미

가) 모집단위로 개설된 학부(과) 외에 3개 이상의 학부(과)·전공이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는 복수전공 과정
나) �새로운 제도에 의해 도입된 연계전공은 신학문으로의 접근 및 새로운 직업 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서 제2(복수)전공으로 이

수할 수 있습니다.
다)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해당 전공분야에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계전공에 해당하는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

니다.
2) 연계전공의 종류 및 이수가능 학부(과)·전공(개설 연계전공은 전공신설·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03. 01.기준』
구분 연계전공 이수가능 학부(과)‧전공 비고

연계
전공

통합사회교육전공 역사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금융전공
교직

이수자에
한함

통합과학교육전공 물리학과,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생명과학과
기술가정교육전공 가족주거학과
도덕윤리교육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문화유산해설전공 전 학부(과)·전공

사회복지전공
전 학부(과)·전공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참조

그린에너지전공 물리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국제학전공 전 학부(과)·전공
유럽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유럽언어문화학부, 역사학과, 정치외교학과, 무역학부
그린카전공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다문화전공 전 학부(과)·전공
IT·에너지융합전공 물리학과, 화학공학부
금융보험전공 수학과, 통계학과, 경제금융학부, 무역학부
기술혁신·기업가정신전공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로봇기계공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미술보존복원전공 신소재공학부,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산림자원및조경학과, 미술학부
기계IT융합전공 기계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다. 부전공·복수전공 안내
1) 부전공

가) �학문간 상호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자기 전공 이외의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구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학부
(과)의 전공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 부전공을 이수하면 학위증서에 전공과 부전공이 모두 표시됩니다.
다)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매학기 말 소정의 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으면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라) �부전공의 선택범위는 부전공 과목을 개설한 모든 학부(과), 전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범대학 학과로의 부전공은 사범대학 학생에 한합니다.
2) 복수전공

가) �인접학문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는 현대의 학문 조류에 따라 학문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전공능력을 배
양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제1전공 이외에 여러 개의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면 학위증서에 여러 개의 학사학위를 표시하여 수여합니다.
다) 복수전공 신청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 신청자격기준 충족 시 매 학기말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이수 신청서
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으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 이수 허용인원은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 이수는 모든 학부(과), 전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의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약학대학, 사범대학, 디자인미술대학, 음악대학은 소속 대학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체육학전공은 특수체육교육과 소속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라)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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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부(과) 안내
1) 지원자격

가) 전부(과) 직전 학년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나) 학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특기자(체육, 문학, 어학, 예능 등)는 전부(과)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범위
가) �전부(과)는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의과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체육학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디자인

미술대학, 음악대학, 군사학과로의 전부(과)는 허가되지 않으나, 체육학부(체육학전공)와 특수체육교육과 간, 디자인미술대학 내의 
학부(과) 간에는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사범대학 학과로의 전과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간의 전과는 여석이 있어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 야간에서 주간으로, 주간에서 야간으로는 전부(과)할 수 없습니다.

3) 허가 학년 및 시기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초 또는 3학년 초에 허가합니다.
4) �허가인원 및 방법 : 학부(과)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 심사 후 성적 및 면접으

로 사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학년의 전부(과) 허가인원은 직전학년도 2학년 전부(과) 허가 후 잔여인원으로 한다.
5) 이수과목 : 전부(과)한 자는 전부(과)한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우수학생의 대학원 조기진학, 수업연한 단축을 통한 교육비 절감, 전공교육의 연속성 강화 및 대학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1) 예비 선발 신청자격

가) 5개 학기를 이수하고 학부(과)별 기준 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당해 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나)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제외
다) 재입학생 및 편입생은 제외
라) 동일학과(전공) 또는 복수전공만 지원 가능함

2) 수업연한 : 학부(3년 6개월), 대학원(1년 6개월)
3) 최종 선발 후 대학원 진학 시 혜택

가) 학부 졸업논문(종합시험) 면제
나) 학부 1개 학기 단축 졸업
다) 대학원 수업연한 1개 학기 단축
라) 대학원 입학금 면제
마) 조교 임용 시 장학금 지급

바. 학·석사 학점상호인정과정
학사과정 중에 석사인정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을 통한 교육비 절감, 전공교육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사과정 중에 학·석사 상호인정(석사인정)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학사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하여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나) 성적에 따른 지원 제한이 없음
다) 학사 교육과정에 학·석사 상호인정(석사인정)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과(전공)로 지원이 가능

2) 수업연한 : 학부(4년), 대학원(1년 6개월)
3) 최종 선발 후 대학원 진학 시 혜택

가) 대학원 수업연한 1개 학기 단축
나) 조교 임용 시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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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개발 및 새마을학 연합전공 모집안내
우리 대학교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국제개발및새마을학」연합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국제개발및새마을학」연합전공은 지역개발, 국제개발협력, 농촌
사회개발 및 국가경제 발전과 관련된 학문을 배움으로써 정부의 개발도상국 공적무상원조(ODA) 사업과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
재를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2001년부터 해외자원봉사대를 파견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가. 개요 및 특징
1)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은 국제개발협력 시대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존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독자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만든 전공입니다.
2) �연합전공은 소수정예주의와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를 통하여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은 국제사회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이 국제 개발협력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함양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및 위상강화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새마을국제개발학·경제금
융학·사회학을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전공입니다.

4) �연합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자신이 지원한 학과의 전공뿐만 아니라,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까지 2개의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
게 됨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나. 모집인원
지원학부(과) 선발인원 모집시기

정치행정대학 새마을국제개발학과 14 "다"군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8
"나"군

문과대학 사회학과 8

계 30 -

※ 특정학부(과)에서 지원미달,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학부(과) 예비 후보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제금융학부, 사회학과 지원자 중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연합전공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원서 접수 시 

연합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원서입력 예시

연합전공 선택 ( √ )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경제금융학부, 사회학과 지원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 백분위 평균이 상위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만 신청 가능

다. 지원자격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단, 우리 대학교「신입생모집
요강」에 따라 관련 학부(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라. 선발방법
1)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별로 선발합니다.
2)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100%
3) �연합전공의 선발은 해당 모집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18쪽)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동점자 사정원칙(24쪽)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과사무실 ☎053-810-2680, 국제개발및새마을학 전공주임교수 ☎053-81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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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 모집안내
21세기는 퓨전(fusion)의 시대이므로 첨단의 전공은 전통적 전공을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전공에서 나타납니다. 영남대학교는 시대가 요구
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퓨전방식(연합전공제)에 의하여 Global China 전공을 개설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가. 개요 및 특징
1) �연합전공은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전공으로서 참여 학부들의 기존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

하여 만든 전공입니다.
2) �연합전공은 소수 정예주의와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를 통하여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연합전공은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체제를 통한 실무교육과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연합전공은 21세기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중국언어문화학·경제금융학·무역학·경영학을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전공입니다.

4) �연합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지원한 학부(과)의 전공(중국언어문화학, 경제금융학, 무역학, 경영학) 뿐만아니라 글로벌차이나(Global 
China) 연합전공을 복수전공하게 되어 취업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중국언어문화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이 글로벌
차이나 연합전공을 희망하여 선발된 경우 연합전공인 글로벌차이나를 복수전공하게 되어 문학사와 국제경제학사를 동시에 수여 받게 
됩니다.

나. 모집인원
지원학부(과) 선발인원 모집시기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2

"나"군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5

무역학부 5

경영대학 경영학과 8

 계 20 -

※ 특정학부(과)에서 지원미달,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학부(과) 예비 후보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중국언어문화학과, 경제금융학부(주간), 무역학부(주간), 경영학과(주간) 지원자 중 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원서 접수 시 연합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원서입력 예시

연합전공 선택 ( √ )
※ �중국언어문화학과, 경제금융학부(주간), 무역학부(주간), 경영학과(주간) 지원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 백분위 �

평균이 상위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만 신청 가능

다. 지원자격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우리 대학교「신입생모집요강」에 따라 관련 학부(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라. 선발방법
1)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학부(과)별로 선발합니다.
2)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100%
3) �연합전공의 선발은 해당 모집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18쪽)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동점자 사정원칙(24쪽)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마. 특전

글로벌차이나 연합전공에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방학 기간 중 중국 내 산업체 및 기업 탐방(약 7 ~ 8일)

※ 참가 학생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추가 발생 비용은 참가 학생 본인 부담)
2) 학기 중 중국어 강의를 수준별(초급, 중급 등)로 개설하여 집중 지원
3) 책임 지도교수제와 소수 정예주의에 따라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

※ 상경대학 행정실 ☎ 053-810-2706, 2710, 글로벌차이나 전공주임교수 ☎ 053-8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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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린에너지 연합전공 모집안내
영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갈 에너지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에너지 관련 분야 학문과 기술을 융합한 연합전공 즉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을 개설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합니다.

가. 개요 및 특징
1)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은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전공으로서 참여 학부들의 기존 전공교육과정을 융복합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만든 전공입니다.
2)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은 소수정예제로 운영되며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를 통하여 국제 수준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3) �연합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자신이 지원한 학부(과)의 전공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 연합전공까지 2개의 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됨

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나. 모집인원

지원학부(과) 선발인원 모집시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4 "나"군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7

"다"군화학공학부 7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 7

계 25 -

※ 특정학부(과)에서 지원미달,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학부(과) 예비 후보자 중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물리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지원자 중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원서 접수 시 연합전

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전공배정 : 2학년 진학 시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는 세부전공으로 배정됩니다.
※ 원서입력 예시

연합전공 선택 ( √ )
※ �물리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지원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 백분위 평균이 상위 23% 이내이

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만 신청 가능

다. 지원자격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상위 23% 이내이고, 영어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단, 우리 대학교「신입생모집
요강」에 따라 관련 학부(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에 한함)

라. 선발방법
1)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학부(과)별로 선발합니다.
2) 전형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100%
3) �연합전공의 선발은 해당 모집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방법(18쪽)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동점자 사정원칙(24쪽)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마. 특전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에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 �그린에너지연합전공특별장학금 지급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상위 1개 과목)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

내인 경우(단, 반영영역이 모두 3등급 이내), 4년간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2)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우선 선발
3) 책임 지도교수제와 소수 정예주의에 따른 엄격하고 수준 높은 학사관리
※ �유의사항 : 그린에너지전공의 학생이 그린에너지특별장학금,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우선 선발 등의 혜택을 수혜받은 후 중도 포기 시

에는 각종혜택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학교 측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그린에너지 연합전공 행정실 ☎ 053-8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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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교통편 이용안내

빠르고 편리한 통학! 

■ 2호선 영남대역
■ 1호선 반야월역에서 영남대 셔틀버스 운행
■ 3호선 용지역에서 영남대 셔틀버스 운행

■ 309, 449, 509, 609, 649, 719, 840, 909, 980, 991번 등 다수

■ 경산역 : 시내버스 309, 509, 609, 840, 909, 980번 등 다수
■ 동대구역 :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앞 시내버스 909번

■ 경산 IC → 경산방면
■ 동대구 IC → 경산방면
■ 수성 IC → 경산방면

■ 대구공항 : 시내버스 719번

지하철 및 셔틀버스

시내버스

고속도로

철      도 

항 공 기 

Tel.�053-810-1086�
Tel.�053-810-1082~1085
Tel.�053-810-1087~1090��

입 학 팀 대 표
입 학 팀
입 학 사 정 관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