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

2021. 5.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입학본부)

         

※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원서 접수 전 반드시 우리 대학

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일반전형, 특기자전형

차 례 
I. 2022학년도 수시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2

II. 모집단위 및 전공(입학정원) ····························································································································· 6

III. 전형별 모집인원 ················································································································································· 9

IV.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충원)합격 발표 및 등록 ····················································································· 12

V. 세부 전형별 안내 ············································································································································· 16

   ▢ 학생부종합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7               2. 지원자격 ……………………......... 19           

      3. 전형방법 ……………………....... 22                  4.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 27       

      5. 제출서류 ……………………....... 28 
   
   ▢ 학생부교과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1                  2. 지원자격 ……………………………………… 33 

                                                        ※ 수능 최저학력기준 ………......…… 34

      3. 전형방법 ………………………… 36                  4.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 39 

         ※ 실기고사(음악교육과) …… 37

      5. 제출서류 ……………………........ 40  

   ▢ 실기/실적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41                  2. 지원자격 ……………………………… 43

      3. 전형방법 ………………………… 44                  4.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 60  

         ※ 실기고사 …………………… 45

      5. 제출서류 ………………………… 61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 63

VI. 수시 학생부 반영 방법(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 67

VII. 지원자 유의사항 ············································································································································· 69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 72

IX. 전형료 ································································································································································ 72

X. 학사안내 ····························································································································································· 73

Ⅺ. 부록(각종서식, 전형결과, 연락처) ················································································································ 81

     1. 각종서식 ………………………… 81                   2. 전형결과 ……………………………… 88

     3. 연락처 ……………………………. 94



- 2 -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회,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전형에서 2회, 총 3회 지원 가능

• 전 모집단위 교차지원 가능(단, 학생부교과전형 수학교육과: 수능 ‘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반영)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제출서류

복수지원
(총 3회 

지원 가능)학생부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
생
부 
종
합

일반전형 721

• 1단계: 서류 100(3배수 선발)
 - 평가서류: 학생부
 - 평가방법: 평가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의 정성적 종합평가

• 2단계: 서류 70 + 면접 30

Ⅹ

○ Ⅹ

5개 전형 
중 1개 
전형 
지원

고른기회전형 83 ○ ○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58 ○ ○

농어촌학생전형 107
• 서류 100
 - 평가서류: 학생부
 - 평가방법: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의 

정성적 종합평가

Ⅹ

○ ○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41 ○ Ⅹ

학
생
부 
교
과

일반전형 1,290
• 학생부 100
 - 사범대학: 학생부 80 + 면접 20
  (음악교육과 제외)
 
 - 음악교육과: 학생부 60 + 면접 10 + 실기 30 

 ※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 ○ Ⅹ

4개 전형 
중 2개 
전형 
지원

지역인재전형 263

실
기
/
실
적

일반전형 112
• 학생부 30 + 실기 70

 ※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Ⅹ ○ Ⅹ

특기자전형 12

• 체육교육과 
 - 학생부 20 + 면접 10 + 실기 20 + 입상실적 50  

• 생활체육지도학과
 - 학생부 30 + 실기 40 + 입상실적 30 

 ※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Ⅹ ○ ○

Ⅰ  2022학년도 수시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위 표는 전형의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전형별 자세한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전형 구분  

고교 졸업학력 유형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장애인
등대상
자전형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1. 일반고 졸업(예정)자 ○ ○ ○ Ⅹ ○ ○ ○ ○ ○

 2.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 Ⅹ ○ ○ ○ ○ ○

 3.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 Ⅹ Ⅹ ○ ○ ○ ○ ○

 4. 영재학교 졸업(예정)자 ○ ○ Ⅹ Ⅹ ○ ○ Ⅹ ○ ○

 5.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 ○ ○ ○ ○ ○ ○

 6.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 ○ ○ ○ ○ ○

 7. 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Ⅹ ○ ○ ○ ○ ○

 8. 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 Ⅹ ○ ○ ○ ○ ○

 9.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

○ ○ ○ Ⅹ ○ ○ ○ ○ ○

10.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 ○ ○ Ⅹ ○ ○ Ⅹ ○ ○

11.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 Ⅹ ○ ○ Ⅹ ○ ○

12.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Ⅹ Ⅹ ○ ○ Ⅹ ○ ○

13.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 Ⅹ ○ ○ Ⅹ ○ ○

14. 한국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Ⅹ Ⅹ ○ ○ Ⅹ ○ ○

15.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Ⅹ Ⅹ ○ ○ Ⅹ ○ ○

1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 Ⅹ ○ ○ Ⅹ ○ ○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Ⅹ ○ ○ Ⅹ ○ ○

1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

○ ○ Ⅹ Ⅹ ○ ○ Ⅹ ○ ○

19. 학력인정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 Ⅹ Ⅹ ○ ○ Ⅹ ○ ○

 ￭ 수시모집에서는 최대 6개의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및 충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 자격 대상자

.※ 위 표는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전형별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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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최저학력기준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에만 해당

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합산등급 이내)

수능 반영영역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과목) 
4개 영역 중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포함하여 상위 3개 영역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1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과목)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한문교육과, 상업정보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환경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기술·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12

인문사회과학대학 모든 모집단위 13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
공과대학

간호학과 12

모든 모집단위
(간호학과 제외)

14

대학본부

국제학부 13

인공지능학부 14

산업과학대학 모든 모집단위 16

▫ 상위 3개 영역의 등급을 모두 합산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
   ※ 단, 수학교육과는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포함)을 필수 반영하므로 미응시 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자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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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단위 신설 - 
-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 스마트수산자원학과

모집단위 분리

- 정보통신공학부
- 정보통신공학과

-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 컴퓨터공학부 
-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모집단위 명칭변경

- 세라믹디자인학과 -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 주얼리디자인학과 -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지역인재전형 전형유형

- 학생부종합전형 246명 모집(예·체능계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모

집), 학생부교과전형 14명 모집(간호학과)

- 학생부교과전형 263명 모집(인문사회과학

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공과대

학의 일부 모집단위에서만 모집)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모집인원 - 450명 - 721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모집단위 확대

- 경영학과

- 전기전자제어공학부

- 기계자동차공학부

- 식물자원학과

- 식품공학과

- 경영학과

- 전기전자제어공학부

- 기계자동차공학부

- 식물자원학과

- 식품공학과

- 원예학과(신설 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 학교생활기록부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 또는 국내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자는 학생부 대체 서류 제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학 과목 반영방법

- 수학 유형: 가형, 나형
- 모집단위(수학교육과 제외): 수학 가형 또

는 나형 반영
- 수학교육과: 수학 가형 필수 반영
-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 가형 응시 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2등급 상향 적용

- 수학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 전 모집단위(수학교육과 제외): 수학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어느 과목이든 반영
- 수학교육과: 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반영
-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 선택과목 응시

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기준 상향 적용 없음

탐구영역 반영과목 수 -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2개 과목 평균 -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1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 
과목 반영방법

- 탐구 1과목 대체 가능(탐구과목과 제2외국어·
한문 과목 중 성적이 높은 2과목 평균 반영)

- 제2외국어·한문 과목의 탐구 1과목 대체 폐지

학생부교과·
실기/실적전
형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교과성적 반영방법
- 과목별 이수단위 미반영
- 교과성적 산출공식=(이수 교과목 변환점수

의 합÷이수과목 수)×50+500점

- 과목별 이수단위 반영
- 교과성적 산출공식=[∑(과목별 변환점수×이

수단위)÷반영한 이수단위 합계]×50+500점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 교과성적 및 
출결성적 반영방법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100
~
98

97.
99
~
95

94.
99
~
90

89.
99
~
85

84.
99
~
80

79.
99
~
70

69.
99
~
60

교과성적 
등급 2 3 4 5 6 7 8

변환점수 7 6 5 4 3 2 1

검정고시 
전교과목 평균

100
~ 95

94.99
~ 85

84.99
~ 70

69.99
~ 60

출결성적 등급 2 3 4 5

출결성적 97 94 91 88

검정고시 
전 과목 
평균

100

99.
99
~
95

94.
99
~
90

89.
99
~
85

84.
99
~
80

79.
99
~
70

69.
99
~
60

교과성적 
등급 2 3 4 5 6 7 8

변환점수 7 6 5 4 3 2 1

검정고시 
전교과목 평균

100
99.99
~ 90

89.99
~ 80

79.99
~ 60

출결성적 등급 2 3 4 5

출결성적 97 94 91 88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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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기타

공주
사범
대학

인문·사회계

국어교육과 31

한문교육과 22

영어교육과 36

윤리교육과 17 통합사회교사 양성을 위한 연계전공 운영

교육학과 14

상업정보교육과 18

문헌정보교육과 23

특수교육과 46
유아·초등·중등특수 교육과정으로 전공 선택 이수
(2학년 진급 시)

역사교육과 19

통합사회교사 양성을 위한 연계전공 운영일반사회교육과 18

지리교육과 19

유아교육과 32

자연계

수학교육과 31

물리교육과 18

통합과학교사 양성을 위한 연계전공 운영

화학교육과 17

생물교육과 18

지구과학교육과 18

환경교육과 18

컴퓨터교육과 17

기술·가정교육과 14

예·체능계

체육교육과 18

음악교육과 22

미술교육과 22

단과대 소계 508

Ⅱ  모집단위 및 전공(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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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세부전공
교직과정
설치여부 기타

공주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계

영어영문학과 32

중어중문학과 36 ○

불어불문학과 24

독어독문학과 24

사학과 23

지리학과 24

경제통상학부 52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과 29

관광경영학과 34 ○

관광&영어통역
융복합학과 34 ○

행정학과 33

법학과 31

사회복지학과 31

단과대 소계 407

자연
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34

응용수학과 33

화학과 33

생명과학과 35

지질환경과학과 31

대기과학과 32

문화재보존과학과 19

의류상품학과 19

예·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단과대 소계 253

간호
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
간호교육인증 학과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건행정학과 36

응급구조학과 26

의료정보학과 27

단과대 소계 153

예술
대학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카툰코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무용학과 22

영상학과 31 ○

단과대 소계 170

본부 자연계 국제학부 26 국제금융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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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세부전공
교직과정설

치여부 기타

천안
 

공과
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148

전기공학전공 ○

제어계측공학전공 ○

전자공학전공 ○

나노정보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과 30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28 ○

컴퓨터공학과 45 ○

소프트웨어학과 44

기계자동차공학부 129

기계공학전공 ○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기계설계공학전공 ○

기계시스템공학전공 ○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미래자동차공학과 30

사회환경공학과 44 ○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25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32 한국건축학교육인증 학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32 ○

화학공학부 68
화학공학전공 ○ 공학교육인증제 시행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공업화학전공 ○

신소재공학부 73

나노재료공학전공 ○

금속재료공학전공 ○

고분자공학전공

산업디자인공학부 37
제품디자인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환경공학과 32

산업시스템공학과 28

광공학과 27

금형설계공학과 19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단과대 소계 896

본부 자연계 인공지능학부 35

예산 산업
과학
대학

인문·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8

부동산학과 18

산업유통학과 18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30 ○

원예학과 32 ○

 동물자원학과 31 ○

 지역건설공학과 24 ○

스마트팜공학과 24 ○

산림과학과 32 ○

조경학과 24 ○

식품영양학과 25 ○

외식상품학과 18 ○

식품공학과 23 ○

특수동물학과 25 ○

스마트수산자원학과 25

단과대 소계 367

총계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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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정원 내
모집인원
(수시

+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내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공주

사범
대학

인문‧
사회계

국어교육과 31 16 1 2 1 11

한문교육과 22 8 1 1 1 11

영어교육과 36 16 1 2 1 15

윤리교육과 17 10 1 1 　 4

교육학과 14 8 1 1 　 3

상업정보교육과 18 8 1 　 1 　 7

문헌정보교육과 23 10 1 2 　 10

특수교육과 46 16 1 2 2 24

역사교육과 20 10 1 1 　 6

일반사회교육과 18 10 1 1 　 5

지리교육과 19 10 1 1 　 6

유아교육과 32 16 1 1 1 12

자연계

수학교육과 31 16 1 2 1 11

물리교육과 18 10 1 　 　 5

화학교육과 17 10 1 1 　 4

생물교육과 18 10 1 1 　 5

지구과학교육과 18 10 1 1 　 5

환경교육과 18 6 1 　 　 9

컴퓨터교육과 17 6 1 1 　 8

기술·가정교육과 14 6 1 1 　 5

예‧체능계

체육교육과 18 8

음악교육과 22 6

미술교육과 22 12

단과대 소계 509 224 20 22 1 7 172 8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32 13 1 2 1 10 5

중어중문학과 36 11 1 2 1 13 7

불어불문학과 24 7 1 　 1 9 5

독어독문학과 24 7 1 2 1 9 5

사학과 23 7 1 2 1 13 　

지리학과 24 7 1 2 1 9 5

경제통상학부 53 14 1 2 1 1 22 11

경영학과 29 9 1 2 2 1 11 6

관광경영학과 34 8 1 1 1 　 14 8

관광&영어통역
융복합학과 34 7 1 1 1 15 7

행정학과 33 9 1 2 1 12 8

법학과 31 9 1 2 1 12 6

사회복지학과 31 9 1 3 2 12 6

단과대 소계 408 117 13 23 4 13 161 79

Ⅲ  전형별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개설 전형과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학생 정원 조정 결과와 공주대의 학칙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시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은 정시 정원 내 전형의 해당 모집단위 인원에 이월하여 선발하며, 수시 정원 외 전형[학생부
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제외)]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 정원 외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수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초과 인원만큼 정시 모집인원에서 감하여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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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정원 내
모집인원
(수시

+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내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공주

자연
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34 6 1 　 1 16 8

응용수학과 33 7 1 　 1 15 7

화학과 34 7 1 1 1 16 7

생명과학과 35 17 1 2 1 9 4　

지질환경과학과 31 7 1 　 1 13 3

대기과학과 32 14 1 2 1 14

문화재보존과학과 19 12 1 1 1 4

의류상품학과 19 9 1 1 1 1 7

예‧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4

 단과대 소계 254 79 8 7 1 8 94 29 4

간호
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16 2 3 2 20 20

보건행정학과 36 11 1 1 1 1 13 7

응급구조학과 26 9 1 2 1 13 　

의료정보학과 27 6 1 　 1 1 11 6

단과대 소계 153 42 5 6 5 2 57 33

예술
대학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7 1 3 1 1 8 12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 　 16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 　 15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1 1 15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 1 25

무용학과 22 　 　 20

영상학과 31 9 1 3 1 1 9 9

단과대 소계 170 16 2 12 4 2 17 112

본부 자연계 국제학부 26 8 1 1 14

천안
공과
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148 16 3 1 2 1 86 28

정보통신공학과 30 6 1 1 1 1 15 5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28 6 1 1 13 5

컴퓨터공학과 45 7 1 1 1 24 8

소프트웨어학과 45 7 1 1 1 25 8

기계자동차공학부 129 15 2 2 1 1 75 24

미래자동차공학과 30 3 1 　 1 　 18 5

사회환경공학과 44 8 1 1  1 23 8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25 4 1 1 1  13 4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32 7 1 3 1 1 19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33 8 1 2 1 1 16 3　

화학공학부 68 12 2 　 1 1 35 12

신소재공학부 73 14 2 1 1 1 38 12

산업디자인공학부 37 6 1 2 1 1 26

환경공학과 32 6 1 2 1 1 22

산업시스템공학과 28 4 1 2 1 1 20

광공학과 27 4 1 2 1 1 19

금형설계공학과 19 4 1 1 1 1 12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5 18

단과대 소계 898 142 23 24 16 14 517 122

본부 자연계 인공지능학부 35 9 21

예산
산업
과학

인문‧
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8 3 1 　 1 12

부동산학과 18 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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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정원 내
모집인원
(수시

+
정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정원 내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

산업유통학과 18 5 1 1 1 1 10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30 7 1 1 1 19

원예학과 32 7 1 1 1 1 21

 동물자원학과 31 7 1 2 1 1 20

 지역건설공학과 24 4 1 　 1 17

스마트팜공학과 24 4 1 1 1 　 18

산림과학과 32 7 1 　 1 1 21

조경학과 24 6 1 2 1 1 15

식품영양학과 25 5 1 　 1 18

외식상품학과 18 3 1 1 1 　 12

식품공학과 23 5 1 2 1 1 15

특수동물학과 25 12 1 1 　 1 9

스마트수산자원학과 25 5 18

단과대 소계 368 84 11 13 10 11 237

 총   계 2,821 721 83 107 41 58 1,290 263 1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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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1.09.10.(금) 09:00∼
     09.14.(화) 18:00

• 대학 홈페이지( https://www.kongju.ac.kr)
• 방문 및 우편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원서 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함

서류제출
(해당자)

2021.09.10.(금) 09:00∼
     09.16.(목) 18:00이전

• 전형유형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해당자만)  
※ 방문 제출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자격증빙서류는 2021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만 인정
• 체육교육과와 생활체육지도학과는 2021.10. 29.(금) 까지 제출
• 제출처: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실기
고사 

학생부
교과
전형

음악교육과 2021.11.03.(수)

• 해당 종목 실기고사 일시 및 장소 등 실기고사 관련 안내
사항은 실기고사일 약 일주일 전에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
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지하므로 실기고사 안
내사항을 반드시 확인(개별 통보 없음)

• 수험표, 공적신분증※ 및 해당 종목 준비물 지참

실기/
실적
전형

만화애니메
이션학부

인물수채화, 
칸만화

2021.10.26.(화)

상황표현 2021.10.27.(수)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2021.10.28.(목)

게임디자인학과
영상학과

2021.10.29.(금)

체육교육과
무용학과

2021.11.03.(수)

 생활체육지도학과 2021.11.04.(목)

면접
대상자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2021.11.19.(금) 18:00이전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개별 통보 없음)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사범대학의 지원자 전원은 면접대상자임(사범대학을 제외한 모집단위는 면접 없음) 

면접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면접문항 공개 
2021.11.19.(금) 10:00

사범대학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개별 통보 없음)

• 면접 시간 조정 불가

• 수험표, 공적신분증※ 지참 

•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 
시 교복을 착용할 수 없음

영상 업로드 기간
2021.11.19.(금) 14:00~
     11.22.(월)18:00

학생
부종
합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2021.12.01.(수) 공과대학, 인공지능학부

2021.12.02.(목) 산업과학대학
2021.12.03.(금) 인문사회과학대학

2021.12.06.(월)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 국제학부

2021.12.07.(화) 사범대학

최초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최초합격자 발표 2021.12.16.(목) 18:00 이전 • 합격자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대

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 단, 본교에서 충원 합격자 발표에 필요한 경우 유선 통지할 수 있음
•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 없이 문서등록을 적용
• 등록금 고지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개별 통보 없음)
• 최종 등록처: 농협은행(전국 각 지점) 
 ※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전까지 납부
• 해당 등록 기간 내에 합격자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금 납부

를 안 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1.12.17.(금) 09:00∼
     12.20.(월) 16:00

최종 등록금 납부 2022.02.09.(수)∼02.11.(금)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2021.12.21.(화)∼
     12.27.(월) 21:00 이전

충원합격자 
문서등록

2021.12.22.(수)∼12.28.(화)

최종 등록금 납부 2022.02.09.(수)∼02.11.(금)

※ 위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지함

※ 공적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생년월일 및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생년월일, 성명,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Ⅳ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충원)합격 발표 및 등록

1.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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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사이트 접속  대학 홈페이지(https://www.kongju.ac.kr)에서 원서접수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기존에 회원가입을 한 경우는 곧바로 로그인)

⇩

공주대학교 선택  인터넷 접수 대학에서 공주대학교를 선택

⇩

입학원서 입력

 • 수험생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사항 확인 
 •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확인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회,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전형에서 2회, 

총 3회 지원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컬러사진 첨부(업로드) 등

⇩

입력사항 확인   
 인터넷 접수가 완료되면 입학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하므
로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

전형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형료 결제
 ※ 전형료 결제 완료 후(인터넷 접수 완료)에는 내용 수정 및 취소가 불가

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완료
 결제 완료 후 입학원서, 수험생 유의사항 출력
 ※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

⇩

입학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입학원서 접수 완료

⇩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식 및 대학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후 봉투 겉
표지에 부착하여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2. 입학원서 접수방법

 가. 사전 준비사항

   1) 인터넷 접속 가능한 PC, 프린터: 각종 서식, 수험표, 각종 서류 대학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

   2) 지원자 사진파일: 입학원서 사진 업로드용

   3) 지원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 계좌번호: 전형료 반환 시 필요

 나. 인터넷 접수 절차

 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1) 작성한 입학원서는 전형료 결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결제 후 원서가 접수되면 원서접수의 취소 및 입력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이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2) 본인의 실수로 ID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발생하는 문제나 입력사항을 누락,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3)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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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방법

최초합격자 발표 2021.12.16.(목) 18:00 이전
•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대학 홈페이지(https://www.kongju.ac.kr)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개별 조회(개별 통보 없음)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1.12.17.(금) 09:00∼
     12.20.(월) 16:00

•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 없이 문서등록을 적용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

최종 등록금 납부 2022.02.09.(수)∼02.11.(금)
•  등록금액: 미정(p.78 2021학년도 등록금 참조)
• 등록처: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은행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
• 고지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개별 통보 없음)

구분 일시 방법

충원합격자 발표
2021.12.21.(화)∼
     2.27.(월) 21:00 이전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추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대학 홈페이지에 차수별 공고: 대학 홈페이지(https://www.kongju.ac.kr)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개별 조회(개별 통보 없음)
  ※ 단, 본교에서 충원 합격자 발표에 필요한 경우 유선 통지할 수 있음 
 •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 없이 문서등록을 적용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

충원합격자 

문서등록
2021.12.22.(수)∼12.28.(화)

최종 등록금 납부 2022.02.09.(수)∼02.11.(금)
 •  등록금액: 미정(p.78 2021학년도 등록금 참조)
 • 등록처: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은행업무 마감시간 전까지 납부
 • 고지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개별 통보 없음)

3.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일정 및 방법

   
 나. 유의사항
    1) 합격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대학 홈페이지(https://www.kongju.ac.kr)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 없음

    2)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 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 본인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3) 문서등록 완료 후 반드시 문서등록확인서를 출력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4) 합격자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입학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5) 합격자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등록금 납부)을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며, 문서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

라도 최종 등록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6)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 역시 1개

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이중등록 불가). 다수의 대학에 등록(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을 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7) 입학전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최초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증 후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함

   8) 수시모집 합격자 문서등록을 하는 것은 본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문서등록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단,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

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충원 합격한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록포기

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등록포기 신청 방법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게재함

   9) 합격자 발표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 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10) 연락처 변경이 있거나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본 대학 입학본부(041-850-0111)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

류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그 책임이 있음

4.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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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발 방법
    1) 충원합격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모집단위별 예비합격 후보자 순으로 선발함

    2) 수시모집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수시모집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3)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함[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제외]

 
 다. 유의사항
    1) 합격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대학 홈페이지(https://www.kongju.ac.kr)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 없음

    2)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 본인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3) 문서등록 완료 후 반드시 문서등록확인서를 출력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

이익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4) 합격자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입학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5) 합격자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등록금 납부)을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며, 문서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

라도 최종 등록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6)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 역시 1개

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이중등록 불가). 다수의 대학에 등록(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을 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

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7) 수시모집 합격자 문서등록을 하는 것은 본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문서등록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단,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

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 후, 충원 합격한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록포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등록포기 신청 방법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게재함

    8) 충원합격자 발표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9) 연락처 변경이 있거나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본 대학 입학본부(041-850-0111)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

류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그 책임이 있음

5.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 최종 등록

 가. 등록금 납부 기간: 2022.02.09.(수)∼02.11.(금) 은행업무 마감시간 전

 나. 등록금 납부 장소: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

 다. 등록금 납부 금액: 미책정(학사일정에 따라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 후 고지)

     

〔2021학년도 기준 신입생 등록금〕

 ◦인문·사회계열: 1,599,000원 (상업정보교육과: 1,929,000원)  

 ◦자연계열: 1,940,000원 (수학교육과: 1,610,000원) 

 ◦예·체능계열 및 공학계열: 2,115,000원

   ※ 입학금 없음

     ※ 전액면제 장학생(등록금액이 ‘0원’인 합격자)도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합격자 발표 시스템에 

       로그인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장학등록(0원 납부) 처리하여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라. 등록금 납부 고지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개별 출력하여 납부(개별 통보 없음)

 마. 등록금 납부: 농협은행 창구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가상계좌로 이체 

     ※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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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전형별 안내

   

                                             

                                  

※ 최대 3회 지원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적 종합평가

• 서류평가(3배수 선발) 70 + 면접 30
  - 농어촌학생/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서류평가 10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학생부 교과성적의 정량적인 평가 없음(모든 영역의 정성적 종합평가)

• 학생부 100(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 사범대학: 학생부 80 + 면접 20
  - 음악교육과: 학생부 60 + 면접 10 + 실기 30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면접 없음(사범대학 제외)

• 실기/실적(일반전형): 학생부 30 + 실기 70  
   ※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 실기/실적(특기자전형)
  - 체육교육과: 학생부 20 + 면접 10 + 실기 20 + 입상실적 50
  - 생활체육지도학과: 학생부 30 + 실기 40 + 입상실적 30   
    ※ 학생부 반영: 교과성적 90 + 출결성적 10

•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면접 없음(체육교육과 제외)

학생부종합전형
p.17~30 참조

학생부교과전형
p.31~40 참조

실기/실적전형
p.41~62 참조

학생부종합

•일반전형(721명)

•고른기회전형(83명)

•농어촌학생전형(107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41명)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58명)

학생부교과

•일반전형(1,290명)

•지역인재전형(263명)

실기/실적

•일반전형(112명)

•특기자전형(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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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학생부종합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공주
사범
대학

인문‧
사회계

국어교육과 16 1 2 1

한문교육과 8 1 1 1

영어교육과 16 1 2 1

윤리교육과 10 1 1 　

교육학과 8 1 1 　

상업정보교육과 8 1 　 1 　

문헌정보교육과 10 1 2 　

특수교육과 16 1 2 2

역사교육과 10 1 1 　

일반사회교육과 10 1 1 　

지리교육과 10 1 1 　

유아교육과 16 1 1 1

자연계

수학교육과 16 1 2 1

물리교육과 10 1 　 　

화학교육과 10 1 1 　

생물교육과 10 1 1 　

지구과학교육과 10 1 1 　

환경교육과 6 1 　 　

컴퓨터교육과 6 1 1 　

기술·가정교육과 6 1 1 　

예‧체능계 미술교육과 12

공주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13 1 2 1

중어중문학과 11 1 2 1

불어불문학과 7 1 　 1

독어독문학과 7 1 2 1

사학과 7 1 2 1

지리학과 7 1 2 1

경제통상학부 14 1 2 1 1

경영학과 9 1 2 2 1

관광경영학과 8 1 1 1 　

관광&영어통역
융복합학과 7 1 1 1

행정학과 9 1 2 1

법학과 9 1 2 1

사회복지학과 9 1 3 2

공주
자연
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6 1 　 1

응용수학과 7 1 　 1

화학과 7 1 1 1

생명과학과 17 1 2 1

지질환경과학과 7 1 　 1

대기과학과 14 1 2 1

문화재보존과학과 12 1 1 1

의류상품학과 9 1 1 1 1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최종 원서접수 전 반드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기 바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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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학생부종합
(장애인등

대상자전형)

간호
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16 2 3 2

보건행정학과 11 1 1 1 1

응급구조학과 9 1 2 1

의료정보학과 6 1 　 1 1

예술
대학

예‧체능
계

게임디자인학과 7 1 3 1 1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 　

도자문화문화융합디자인학과 1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 1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 1

영상학과 9 1 3　 1　 1

본부 자연계 국제학부 8 1 1

천안
공과
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16 3 1 2 1

정보통신공학과 6 1 1 1 1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6 1 1

컴퓨터공학과 7 1 1 1

소프트웨어학과 7 1 1 1

기계자동차공학부 15 2 2 1 1

미래자동차공학과 3 1 　 1 　

사회환경공학과 8 1 1  1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4 1 1 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7 1 3 1 1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8 1 2 1 1

화학공학부 12 2 　 1 1

신소재공학부 14 2 1 1 1

산업디자인공학부 6 1 2 1 1

환경공학과 6 1 2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4 1 2 1 1

광공학과 4 1 2 1 1

금형설계공학과 4 1 1 1 1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5

본부 인공지능학부 9 　

예산
산업
과학
대학

인문‧
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3 1 　 　 1

부동산학과 4 　 　 1 　

산업유통학과 5 1 1 1 1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7 1 　 1 1

원예학과 7 1 1 1 1

 동물자원학과 7 1 2 1 1

 지역건설공학과 4 　 1 　 1

스마트팜공학과 4 1 1 1 　

산림과학과 7 1 　 1 1

조경학과 6 1 2 1 1

식품영양학과 5 　 1 　 1

외식상품학과 3 1 1 1 　

식품공학과 5 1 2 1 1

특수동물학과 12 1 1 　 1

스마트수산자원학과 5

 총   계 721 83 107 4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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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지원 자격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
부담 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2021년 9월 1일까지 위의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 가능함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③ 만학도
2022년 3월 1일에 만 30세 이상인 사람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며, 아래 ①, ②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지원자 본인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사망자나 실종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 

이상과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 이혼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재혼 시점부터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② 지원자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사람

   ※재학기간 인정기준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이며,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재입학 후 3년 연속 연수 인정)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있었는지를 대학 입학 

후 재검증함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나 도

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
역으로 인정함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
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76조의3 제1호에 따
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①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제시한 특성화고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교가 설정한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

가 일치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출신자
②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

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사람
  ※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각

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
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현황은 p.21 참조

학생부종합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
②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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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구분    

고교 졸업학력 유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1. 일반고 졸업(예정)자 ○ ○ ○ Ⅹ ○

 2.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 Ⅹ ○

 3.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
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 Ⅹ Ⅹ ○

 4. 영재학교 졸업(예정)자 ○ ○ Ⅹ Ⅹ ○

 5.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 ○ ○

 6.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
과정 이수자

○ ○ ○ ○ ○

 7. 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Ⅹ ○

 8. 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 Ⅹ ○

 9.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

○ ○ ○ Ⅹ ○

10.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 ○ ○ Ⅹ ○

11.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 Ⅹ ○

12.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Ⅹ Ⅹ ○

13.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 Ⅹ ○

14. 한국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Ⅹ Ⅹ ○

15.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Ⅹ Ⅹ ○

1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 Ⅹ ○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 Ⅹ ○

1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 ○ ○ Ⅹ Ⅹ ○

19. 학력인정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 Ⅹ Ⅹ ○

 2-1.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 자격 대상자

※ 위 표는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전형별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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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대학 모집단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사범대학 상업정보교육과 • 경영‧금융 교과(군)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 보건‧복지 교과(군):

 보건간호과

보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 전문교과Ⅱ 모든 교과(군)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자연과학대학 의류상품학과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영상학과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산업디자인공학부, 환경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광공학과, 금형설계공학과

산업과학

대학

부동산학과, 산업유통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2-2.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현황

  ※ 지원자의 고교 학과가 위에 제시된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전공적합성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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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기준

• 학교생활기록부(모든 영역)를 바탕
으로 평가 영역에 대한 입학사
정관의 정성적 종합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의 모든 내용은 평가 대상임

• 제출서류에 대한 정성적 종합평가
를 하므로 평가 영역별 반영 비율
이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정량
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평가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F’등급 
평가를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전공적합성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의식과 지적 호기심 및 학업 능
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관련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발전가능성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이 있으며,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인성
공동체의식 및 나눔·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었으며, 지원 분야의 학업 이수 및 관련
된 직업 세계에 필요한 인성 및 태도를 갖추었는가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전공적합성

학업의지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함 

학업능력 지원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학업 역량을 갖춤

지적호기심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함

목표의식 지원 분야에 적합한 진로와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음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음전공관련활동

발전가능성

자기주도능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이 있음

문제해결력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고 있음

학교생활충실도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체계화함

논리적사고력 사건과 사물의 의미나 관계를 해석하거나 추론해서 말이나 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창의적사고력 기존의 정보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함

인성

공동체의식 집단이나 팀의 구성원들과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생활을 발전시킴

소통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함

나눔/배려 원칙과 공정함을 넘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임

성실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임

리더십 집단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집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해당 전형
선발 
방법

전형요소 반영비율(%)
( )안은 실질반영비율임

전형요소 반영점수
( )안은 최저점(기본점수)임 전형 

총점
선발인원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학생부종합(일반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1단계
100

(100)
700
(522)

700 300

Ⅹ2단계
70

(69.0)
30

(31.0)
700
(522)

300
(220)

1,000 100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일괄

합산
100
(100)

1,000
(745.7)

1,000 100

 나. 서류평가

 
 1) 평가 영역별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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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류평가 배점표

학생부종합(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A+ Aο B+ Bο C+ Cο D+ Dο F

700~682 680~662 660~642 640~622 620~602 600~582 580~562 560~542 522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상기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반영

다. 면접

면접유형 평가방법 평가영역 평가기준

제출서류 

기반 

면접

• 10분 이내 개별 블라인드 면접
• 면접위원 2인은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함

• 지원자는 면접문항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한 경우에 질문을 할 수 있음  
• 면접위원 2인으로부터 ‘F’ 등급 평가를 받

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블라인드 범위: 지원자 개인정보(성명, 수험

번호, 출신고교명), 부모(친인척포함)의 실
명을 포함한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관
련 정보,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 
등 기재금지 항목

전공적합성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의식과 
지적 호기심 및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원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관련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발전가능성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활동에 자기주도적으
로 참여하여 성취한 경험이 있으며,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인성

공동체의식 및 나눔·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을 갖추었으며, 지원 분야의 학업 이수 및 
관련된 직업 세계에 필요한 인성 및 태도를 
갖추었는가

  ※ 개별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 시 교복을 착용할 수 없으며, 면접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확진자,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 등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내용은 면접대상자 발표와 함께 공지함

 1) 면접 배점표

A+ Aο B+ Bο F

300 280 260 24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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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출서류 기반 면접 문항 예시

제출서류 기반 면접 문항 예시

Ÿ 교과 수업 시간에 ‘실생활 속 미적분 찾아보기’ 과제 수행 중 인공지능의 원리에도 미분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Ÿ ‘IT 공학기술과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주제로 동아리들과 토론한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Ÿ ‘매체의 발달과 언어’를 주제로 모의수업을 진행한 경험을 제시하였는데 주제 선정 이유와 모의수업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Ÿ 인공지능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 교사 고유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주세요.
Ÿ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읽은 책을 중심으로 말해 주세요.
Ÿ 영어의 4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Ÿ ‘블렌디드 러닝의 교육적 효과와 기존의 교실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배운 점을 말해 주세요.
Ÿ ‘다양한 수업지도안을 만든’ 경험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 주세요.
Ÿ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답사하고 비교해 보았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해 주세요.
Ÿ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읽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나요?, 책을 읽고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Ÿ ○○동아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케팅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발표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

략히 소개하고, 어떤 점을 배우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Ÿ 생명과학 시간에 적록색맹 유전 가계도를 조건에 맞게 그리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Ÿ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양사가 되면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겠다고 느꼈는지 말해 주세요.
Ÿ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차이점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 탐구 결과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Ÿ ‘특정 상황을 설정하여 공리주의와 의무론 중 옳은 행위 기준을 선택하라’라는 주제의 윤리와 사상 수행평가에서 본인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 주세요.
Ÿ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Ÿ 미적분 내용을 활용해 생물체의 생존에 따른 알의 크기와 개수를 수학적으로 분석해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Ÿ 수학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의 유용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 활동에서 ‘동물 로드킬 사망률’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Ÿ ‘지역 호수공원 조경의 특징을 찾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자신이 분석한 지역 호수공원 조경의 특징을 말

해 주세요.
Ÿ 동아리 활동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는데, 실험 진행 중 어려웠던 점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Ÿ ‘프로그래머, 수학으로 생각하라’를 읽고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 주세요.
Ÿ ‘사전 조사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Ÿ 진로활동으로 수행한 ‘우리 지역의 농업 복지 혜택’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해 주세요. 
Ÿ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나 동생이 있다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권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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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지 사항 예시

논문(학회지) 등재 사실

Ÿ 과학 교과목에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교내 실험보고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통해 
〇〇학회의 학술지에 등재되는 좋은 결과를 성취하였습니다.

Ÿ 〇〇학회에서의 논문 게재 가능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의 기억은 지금까지 최고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Ÿ 학회 참여를 위해 준비하였던 활동은 수학적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주었습니다.

도서출간 관련 내용

Ÿ 그러던 중 부모님 지인 중에 청소년 전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자문을 받아 “집에서 하
는 놀이치료법”이라는 책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Ÿ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함께 출간해 보자는 제의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의 신나
는 생활과학”이라는 책을 공동저자로 펴낼 수 있었습니다.

Ÿ 서점에서 제 이름 적힌 책을 발견하였을 때 그 감동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발명특허 관련 내용

Ÿ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생활 물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하
여 특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Ÿ 자전거와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직접 개선품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특
허를 출원하였습니다.

해외활동 실적

Ÿ 스스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말 중국어학교와 중국어캠프, 
그리고 중국 어학연수에 참여했습니다.

Ÿ 동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동물과 사람을 위한 타국의 사례를 공유하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일본 와세다대학을 방문하여 견학 학습을 하였습니다.

Ÿ 저는 국외 선진농업 국가체험에 직접 참여하며 각 나라의 특징을 자료로 정리하여 비교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타 교외활동 실적

Ÿ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갔었던 6개월간의 호주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
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Ÿ 보안 관련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C+,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컴퓨터학원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험
을 하였습니다. 

Ÿ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과외를 받아 부족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Ÿ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과학 관련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Ÿ 전국 SW코딩 앱 제작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학교생활기록부)

1) 기재금지 사항 및 내용

기재금지 사항 내용

논문(학회지) 등재 사실
학문과 학술에 관련한 학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인 학회지에 저자 중 1인으로 논문을 

게재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

도서출간 관련 내용 저자 중 1인으로 참여한 원고가 출판사를 통해 책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

발명특허 관련 내용 특허 등록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해외활동 실적

정당한 해외 출국 이외의 사유로 해외에서 활동한 실적을 기재한 경우
 ※ 정당한 해외 출국 사유
 ①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②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

기타 교외활동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

  

  ※ 위에서 분류한 기재금지 사항 외에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 실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기재금지 사항의 작성 예시

※ 위에 제시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서류 작성 지침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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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처리 절차 처리 방법

1단계 위원회 검증 ‘학생부종합전형사정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검증

 ↓

2단계 소명기회 제공 필요 시 소명서 등을 활용하여 해당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

3단계 위원회 심의 ‘학생부종합전형사정위원회’에서 해당 내용 심의

 ↓

4단계
평가 및 

합격 여부에 반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시킬 수 있으
며, 그 결과를 통보함

3) 평가서류의 대필 및 허위작성 검증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서류의 대필 및 허위작성 여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평가 및 합격 여부에 반영하고자 함

 ※ 검증 내용 예시
    ① 학생·학부모로부터 제공 받은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부풀리거나 과장된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③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④ 타인이 작성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⑤ 그 외 서류평가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가서류의 대필 및 허위작성 검증 절차

마. 면접 유의사항
 1) 면접대상자는 면접 과정에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 개인정보(수험생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부모(친

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과 관련한 답변을 할 

수 없음

 2) 면접대상자가 면접 과정에서 상기와 관련된 답변을 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고, 일회성인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면접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4) 면접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수험생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 시 교복을 착용할 수 없음

 5) 면접대상자는 수험표와 공적신분증(생년월일, 성명,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함

 6) 면접대상자는 면접고사장, 수험생대기실 내에서 이동전화, 무전기, 녹음기, 카메라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휴대

할 수 없음

 7) 면접대상자는 면접 진행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의 안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

정행위로 간주함

 8) 면접 시 일부 모집단위에서 전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으며,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

으로 녹화 또는 녹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9) 면접대상자 중 장애 등의 사유로 편의 및 이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학본부

(☏ 041-850-0105)로 희망하는 편의 제공 사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편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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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구분 문서등록 유의사항

동시에 2개 이상의 전형에 합격한 경우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문서등록

문서등록 이후 다른 

전형에 충원 합격한 

경우

기존 문서등록한 전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 없음

새로 합격한 전형에 문서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문서등록을 포기하고 새로 합격한 전
형에 문서등록

4. 선발원칙

 가. 전형별, 모집단위별로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우리 대학이 정한 지원 자격에 미달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입학 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정상적 학업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라.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평가(면접)위원 2인 이상이 최하등급(F) 판정을 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마. 면접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바. 미등록 등 결원 보충을 위한 예비 후보자는 최초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으로 함

 사. 전형요소별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아. 합격선의 동점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전형 구분 면접대상자 선발 시 합격자 선발 시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동점자 모두 선발

제1순위 제2순위

 면접 성적 고득점자
제1순위 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동점자 모두 선발

 자. 전형별 중복 합격자 문서등록 유의사항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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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필수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자

①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지)청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차상위
계층

필수

(택 1)

• 차상위계층확인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자활근로자확인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필수>서류를 발급할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추가 
서류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필수>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부 또는 모 기
준으로 발급받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1부(부 또는 모 기준)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제출서류

 가. 학생부종합 전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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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학도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농어촌 지역 
중·고 

6년 이수자

필수

 •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지원자 본인, 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총 3부)

해당자

추가 서류

 •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기준)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부모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2008.1.1.이전 사망자만 해당):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부모의 국적상실 시: 

   기본증명서(해당자 기준)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농어촌 지역
초·중·고 

12년 이수자

 •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학생부종합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필수

(택 1)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 표기) 1부【국가보훈처 발급】

 • 특수임무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 표기) 1부【국가보훈처 발급】

 • 국가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상이등급 표기) 1부【국가보훈처 발급】

해당자

추가 

서류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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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방문 제출방법
(해당자)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대학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표지에 부착 후, 제출서류를 등

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당자)

• 제출기한: 2021.09.10.(금) 09:00∼09.16.(목)18:00 도착분(방문 제출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자격증빙서류는 2021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만 인정(단, 국내 고교 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초∙중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도 유효함)

  ※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최종등록자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 재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입학 후 안내할 예정임

제출서류 도착확인 

• 서류 도착 여부는 인터넷 원서 접수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미도착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류 도착 여부 및 미비 내역을 확인

• 전화 문의 ☎ 041-850-0111

제출처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제출서류양식 참조
 ◦ 학생부대체서류 p.83

 ◦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p.86

나. 학생부종합 전형별 온라인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3년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전체

 -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한 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4년 및 그 이전 검정고시합격자, 2021년 제2회차 검정고시합격자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검정고시성적증명 온라인 제공에 관한 사항은 p.71 에서 확인

다. 서류 제출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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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공주

사범
대학

인문‧
사회계

국어교육과 11

한문교육과 11

영어교육과 15

윤리교육과 4

교육학과 3

상업정보교육과 7

문헌정보교육과 10

특수교육과 24

역사교육과 6

일반사회교육과 5

지리교육과 6

유아교육과 12

자연계

수학교육과 11

물리교육과 5

화학교육과 4

생물교육과 5

지구과학교육과 5

환경교육과 9

컴퓨터교육과 8

기술·가정교육과 5

예‧체능계 음악교육과 6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계

영어영문학과 10 5

중어중문학과 13 7

불어불문학과 9 5

독어독문학과 9 5

사학과 13 　

지리학과 9 5

경제통상학부 22 11

경영학과 11 6

관광경영학과 14 8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15 7

행정학과 12 8

법학과 12 6

사회복지학과 12 6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최종 원서접수 전 반드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기 바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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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공주

자연
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16 8

응용수학과 15 7

화학과 16 7

생명과학과 9 4　

지질환경과학과 13 3

대기과학과 14 　

문화재보존과학과 4 　

의류상품학과 7 　

간호
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20 20

보건행정학과 13 7

응급구조학과 13 　

의료정보학과 11 6

예술
대학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8

영상학과 9

본부 자연계 국제학부 14

천안
공과
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86 28

정보통신공학과 15 5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13 5

컴퓨터공학과 24 8

소프트웨어학과 25 8

기계자동차공학부 75 24

미래자동차공학과 18 5

사회환경공학과 23 8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13 4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19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16 3　

화학공학부 35 12

신소재공학부 38 12

산업디자인공학부 26

환경공학과 22

산업시스템공학과 20

광공학과 19

금형설계공학과 12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18

본부 인공지능학부 21

예산
산업
과학
대학

인문・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2

부동산학과 12

산업유통학과 10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19

원예학과 21

 동물자원학과 20

지역건설공학과 17

스마트팜공학과 18

산림과학과 21

조경학과 15

식품영양학과 18

외식상품학과 12

식품공학과 15

특수동물학과 9

스마트수산자원학과 18

총계 1,29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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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전입 및 편입 제외)까지 3년간의 교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전형 구분  
      고교 졸업학력 유형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1. 일반고 졸업(예정)자 ○ ○

 2.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3.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

 4. 영재학교 졸업(예정)자 ○ Ⅹ

 5.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6.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7. 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 ○

 8. 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9.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 ○ ○

10.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 Ⅹ

11.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Ⅹ

12.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Ⅹ

13.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Ⅹ

14. 한국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Ⅹ

15.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Ⅹ

1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Ⅹ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Ⅹ

1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 ○ Ⅹ

19. 학력인정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Ⅹ

2. 지원 자격

   
▢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 자격 대상자

※ 위 표는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전형별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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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합산등급 이내)

수능 반영영역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과목) 
4개 영역 중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포함하여 상위 3개 영역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1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과목)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한문교육과, 상업정보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환경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기술·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12

인문사회과학대학 모든 모집단위 13

자연과학대학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
공과대학

간호학과 12

모든 모집단위
(간호학과 제외)

14

대학본부

국제학부 13

인공지능학부 14

산업과학대학 모든 모집단위 16

2-1. 수능 최저학력기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에만 해당]

▫ 상위 3개 영역의 등급을 모두 합산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
   ※ 단, 수학교육과는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포함)을 필수 반영하므로 미응시 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자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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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예시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원자 예시 등급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과목A 과목B

등급 7 4 6 3 7

 • 상위 3개 영역 등급 반영
 • 3개 영역 등급 합계 산출 방식

  ⟶ 영어 등급 + 수학 등급 + 탐구(과목A) 등급
 ⟶ 4+6+3=13등급(영어영문학과 기준등급이 13등급 이내로 기준 통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지원자 예시 등급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직업)
과목A 과목B

등급 3 5 4 2 3

• 수학(선택과목: 미적분 또는 기하)을 포함한 상위 3개 영역 등급 반영
• 3개 영역 등급 합계 산출 방식

 ⟶ 국어 등급 + 수학(선택과목: 미적분 또는 기하) 등급 + 탐구(과목A) 
 ⟶ 3+5+2=10등급(수학교육과 기준등급이 10등급 이내로 기준 통과)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예시 등급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과목A 과목B

등급 7 3 6 5 4

• 상위 3개 영역 등급 반영
• 3개 영역 등급 합계 산출 방식

  ⟶ 영어 등급 + 수학 등급 + 탐구(과목B)
 ⟶ 3+6+4=13등급(간호학과 기준등급이 12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 불합격)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지원자 예시 등급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과목A 과목B

등급 7 3 6 4 5

• 상위 3개 영역 등급 반영
• 3개 영역 등급 합계 산출 방식

  ⟶ 영어 등급 + 수학 등급 + 탐구(과목A)
 ⟶ 3+6+4=13등급(전기전자제어공학부 기준등급이 14등급 이내로 기준 통과)

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지원자 예시 등급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직업)

과목A 과목B

등급 5 3 6 5 4

• 상위 3개 영역 등급 반영
• 3개 영역 등급 합계 산출 방식

  ⟶ 국어 등급 + 영어 등급 + 탐구(과목B)
 ⟶ 5+3+4=12등급(식품공학과 기준등급이 16등급 이내로 기준 통과)

2-2.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방법

 

 ※ 상위 3개 영역의 등급을 모두 합산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단, 수학교육과: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필수 반영]

 ※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상위 1과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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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형 모집단위
전형
단계

전형요소 반영비율(%)

(   )안은 실질반영비율임

전형요소 반영점수

(   )은 최저점(기본점수)임 전형
총점

선발인원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학생부

(교과+출결)
면접 실기 학생부

(교과+출결)
면접 실기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사범대학 제외)

일괄
합산

100
(100)

1,000
(588)

1,000 100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제외)

일괄
합산

80
(82.1)

20
(17.9)

800
(470.4)

200
(128)

1,000 100

음악교육과 일괄
합산

60
(50.7)

10
(12.3)

30
(37.0)

600
(352.8)

100
(40)

300
(120)

1,000 100

면접유형 전형 단과대학 면접방법 면접내용

교직
적·인성
면접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사범대학

• 화상 면접(영상 업로드)을 통한 비대면 면접

• 사전에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면접문항을 

공개하며, 지원자가 업로드한 면접 영상을 3인의 면접

위원이 평가

• 면접문항은 3가지 평가 영역(교육에 대한 관심도, 인

간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개의 

질문으로 구성됨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인간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구분 반영 방법

교과성적

(90%)

 • 교과성적 = 변환점수 평균 × 50 + 500점

 • 변환점수 평균 = ∑(과목별 변환점수×이수단위)÷반영한 이수단위 합계(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영 교과 및 과목: 전 교과 전 과목 

   ※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된 경우에는 9등급제로 표기된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며, 3단계‧5단계 성취평가 등

급과 ‘이수’, ‘P’, ‘‧’ 등은 반영하지 않음(과목별 석차등급이 9등급제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본 모집요강 학

생부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기 바람)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 점수 배점: 900점 만점, 기본점수 500점

출결성적

(10%)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 점수 배점: 100점 만점, 기본점수 88점

 • 결석일수[질병, 기타(결석, 지각, 조퇴, 결과)일수 제외]에 의해 등급별로 산출

   ※ 미인정(무단) 지각, 미인정(무단) 조퇴, 미인정(무단)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함

학생부 점수=(교과성적+출결성적)×학생부 반영 비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나.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 

※ 자세한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은 p.67 에서 확인 

 
 다. 면접 
               

 ※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사범대학만 면접을 실시하며, 사범대학 해당 모집단위 지원자 전원이 면접대상자임

 ※ 면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추후 안내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면접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함

 ※ 면접 영상 촬영 시 준수사항(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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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사범대학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

-화상 면접(영상 업로드)을 통한 비대면 면접 시행-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인간지향성,

의사소통능력

Ÿ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일상은 비대면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고립감,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학생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사
회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말해보시오.

 음악교육과

전형 단과대학 모집단위 배점 실기유형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300점

(기본점수: 120점)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
트, 클라리넷만 가능), 국악(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
리만 가능) 중 선택 1

종목
(선택 1)

실기고사 내용 배점 비고

성악
 ①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②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 ①, ② 모두 조옮김 상관없음

150
150

• 종목별 선발 정원 없음

• 배점: 300점(기본점수 120점)

피아노
 ① F. Chopin 또는 F. Liszt의 Etüde 중 자유곡 1곡
 ② 고전파 또는 낭만파 Sonata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150
150

작곡
 ①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②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형식의 Piano곡 작곡

120
180

관·현악
 ① Sonata나 Concerto 자유곡 중 빠른 악장 1곡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만 가능

300

국악
 ① 정악: 영산회상 중 자유곡 1곡
 ② 산조: 자유곡 1곡
    ※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만 가능

150
150

 ∎ 사범대학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 예시

 

라. 실기고사

 1) 실기고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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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실기고사 내용*
배점 등급별 배점

최고점 최저점 A B C D E F

성악

이태리 가곡 150 60 150~136 135~121 120~106 105~91 90~76 75~60

독일 가곡 150 60 150~136 135~121 120~106 105~91 90~76 75~60

피아노

Etüde 150 60 150~136 135~121 120~106 105~91 90~76 75~60

Sonata 150 60 150~136 135~121 120~106 105~91 90~76 75~60

작곡

화성풀이 120 48 120~109 108~97 96~85 84~73 72~61 60~48

피아노곡 작곡 180 72 180~163 162~145 144~127 126~109 108~91 90~72

관·현악 Sonata 또는 Concerto 300 120 300~271 270~241 240~211 210~181 180~151 150~120

국악

정악 150 60 150~136 135~121 120~106 105~91 90~76 75~60

산조 150 60 150~136 135~121 120~106 105~91 90~76 75~60

준비물 유의사항

  피아노를 제외한 악기는 본인 지참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

 • 제시된 범위 외의 곡을 연주할 시 실격 처리함

 • 반주자는 본인이 대동(국악은 반주자 없이 연주)

 • 작곡 시험시간은 3시간 부여

 • 실기고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착한 수험생은 결시 처리함

 • 실기고사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해당 종목 실기고사 일시 및 장소 등 실기고사 관련 안내사항은 실기고사일 

약 일주일 전에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지

하므로 실기고사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개별 통보 없음)

2) 준비물 및 유의사항

 

3) 실기고사 등급별 배점 및 등급별 배점표

※ 위 배점표의 종목별 세부 실기고사 내용은 [p.37 1)실기고사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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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동점자 처리 기준(학생부교과전형)

제1순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고득점자

제2순위 학교생활기록부 영어 성적 고득점자 

제3순위  제2순위 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합격 구분 문서등록 유의사항

동시에 2개 이상의 전형에 합격한 경우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문서등록

문서등록 이후 다른 

전형에 충원 합격한 

경우

기존 문서등록한 전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 없음

새로 합격한 전형에 문서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문서등록을 포기하고 새로 합격한 전
형에 문서등록

4. 선발원칙

 가. 전형별, 모집단위별로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우리 대학이 정한 지원 자격에 미달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정상적 학업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마. 실기고사와 면접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바. 미등록 등 결원 보충을 위한 예비 후보자는 최초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으로 함

 사. 전형요소별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아. 합격자 선발 시 발생하는 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선발함

   ※ 단,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동점자 제2순위는 국어･영어 등급에 따른 우리 대학의 변환점수 평균을 적용함

 

 자. 전형별 중복 합격자 문서등록 유의사항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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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방문 제출방법
(해당자)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대학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표지에 부착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당자)

• 제출기한: 2021.09.10.(금) 09:00∼09.16.(목)18:00 도착분(방문 제출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자격증빙서류는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만 인정(단, 국내 고교 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초∙중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도 유효함)

  ※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최종등록자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 재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입학 후 안내할 예정임

제출서류 도착확인 

• 서류 도착 여부는 인터넷 원서 접수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미도착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류 도착 여부 및 미비 내역을 확인

• 전화 문의 ☎ 041-850-0111

제출처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3년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전체

 -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한 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4년 및 그 이전 검정고시합격자, 2021년 제2회차 검정고시합격자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검정고시성적증명 온라인 제공에 관한 사항은 p.68 에서 확인

5. 제출서류

 가. 학생부교과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 구분 제출서류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나. 학생부교과 전형별 온라인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다. 서류 제출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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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모집단위  지원 자격

실기/실적
(일반전형)

게임디자인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무용학과
영상학과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19~2021년도
에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입상하였으며, 서류 접수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
된 사람

실기/실적  일반전형, 특기자전형

  ※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최종 원서접수 전 반드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기 바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실기/실적
(일반전형)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세부종목별 
인원(성별)

공주

사범대학

예·체능계

체육교육과 8

배드민턴 1(여)
탁구 1(여)
소프트테니스 2(남)
기계체조 2(남)
육상 2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4 골프 4(여)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12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6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5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5

만화애니메이션학부 25

무용학과 20

영상학과 9

총 계 112 12

2.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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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종목 및 대회 인정 범위

배드민턴
(여)

- 2019~2021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
회에서 1~3위 입상자 

탁구
(여)

- 2019~2021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
회에서 1~3위 입상자 

소프트 
테니스
(남)

- 2021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 2020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2위 입상자와 3위 2회 이상 입상자
- 2019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위 입상자, 2위 2회 이상 입상자
와 3위 3회 이상 입상자

- 2019~2021년도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기계체조
(남)

- 2019~2021년도에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단체종목을 제외한 개인종합 1~8위 입상자 및 종목별 
1~3위 입상자

육상

- 2019~2021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아래 해당 종
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1학년부 경기는 입상실적에서 제외)

- 100m, 100mh, 200m, 400m, 400mh, 800m, 멀리뛰기
- 400m 계주, 1600m 계주는 전국체전만 인정함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19~2021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실업팀 선수는 2021년도 국제 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에서 개인전 1~3위 및 단체전 

1~3위 입상자에 한함
  ※ 대회인정 범위 및 배점 기준표: p.52~p.56 참조

생활체육지도학과

2022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19~2021년도
에 권위있는 국제적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일반부에서 입상하였으며, 서류 접수 현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
된 사람
- 모집종목 및 대회 인정 범위

골
프
(여)

• 2019~2021년도 LPGA, KLPGA의 대회에서 1~100위 입상자, 대한체육회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대한골프협회(KGA)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주관 대회 및 KLPGA 주관 대회(삼천리 Together 
꿈나무 대회,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시·도협회 
주관 대회에서 1~5위 입상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19~2021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대회인정 범위 및 배점 기준표: p.57~p.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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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구분  
    고교 졸업학력 유형

실기/실적

일반전형 특기자전형

 1. 일반고 졸업(예정)자 ○ ○

 2.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3.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

 4. 영재학교 졸업(예정)자 ○ ○

 5.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6.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7. 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 ○

 8. 대안교육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

 9.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 ○ ○

 10.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 ○

 11.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12.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13.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14. 한국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15.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1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 ○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 ○

 1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 ○ ○

 19. 학력인정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

▢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전형별 지원 자격 대상자

※ 위 표는 고교 졸업학력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전형별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실기/실적전형

- 44 -

전형 모집단위
전형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안은 실질반영비율임

전형요소 반영점수
(  )안은 최저점(기본점수)임

전형
총점

선발인원 
비율(%)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학생부
(교과+출결)

면접 실기
입상
실적

학생부
(교과+출결)

면접 실기
입상
실적

실기/실적
(일반전형)

게임디자인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무용학과
영상학과

일괄
합산

30
(22.7)

70
(77.3)

300
(176.4)

700
(280)

1,000 100

Ⅹ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일괄
합산

20
(25.6)

10
(18.6)

20
(31.0)

50
(24.8)

200
(117.6)

100
(40)

200
(100)

500
(420)

1,000 100

생활체육지도학과
일괄
합산

30
(33.3)

40
(53.8)

30
(12.9)

300
(176.4)

400
(200)

300
(252)

1,000 100

구분  반영 방법

교과성적

(90%)

 • 교과성적 = 변환점수 평균 × 50 + 500점

 • 변환점수 평균 = ∑(과목별 변환점수×이수단위)÷반영한 이수단위 합계(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영 교과 및 과목: 전 교과 전 과목 

   ※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된 경우에는 9등급제로 표기된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며, 3단계‧5단계 성취평가 등

급과 ‘이수’, ‘P’, ‘‧’ 등은 반영하지 않음(과목별 석차등급이 9등급제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본 모집요강 학

생부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기 바람)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 점수 배점: 900점 만점, 기본점수 500점

출결성적

(10%)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 점수 배점: 100점 만점, 기본점수 88점

 • 결석일수[질병, 기타(결석, 지각, 조퇴, 결과)일수 제외]에 의해 등급별로 산출

   ※ 미인정(무단) 지각, 미인정(무단) 조퇴, 미인정(무단)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함

학생부 점수=(교과성적+출결성적)×학생부 반영 비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나.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

※ 자세한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은 p.67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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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단과대학 모집단위 실기 유형 및 과제

실기/실적
(일반전형)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발상과 표현

가구리빙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중 택 1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중 택 1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중 택 1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인물 수채화, 상황 표현, 칸 만화 중 택 1

무용학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사회무용 중 1개 전공 분야를 선
택하여, 선택한 전공 분야의 작품 1개를 2분 이내에 발표

영상학과
영화 시나리오, 광고 콘티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선택한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 분석, 추론, 구성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 분야 기본동작, 체력 측정 및 실기능력 측정 등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지원 분야 기본동작 및 체력 측정 등

 다. 면접
면접유형 전형 학과 면접방법 면접내용

교직
적·인성
면접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 화상 면접(영상 업로드)을 통한 비대면 면접
• 사전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면접문항을 공개하며, 지

원자가 업로드한 면접 영상을 3인의 면접위원이 평가
• 면접문항은 3가지 평가 영역(교육에 대한 관심도, 인간

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개의 질문
으로 구성됨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인간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 실기/실적(특기자전형)에서는 체육교육과만 면접을 실시하며, 체육교육과 지원자 전원이 면접대상자임

 ※ 면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추후 안내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면접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함

 ※ 면접 영상 촬영 시 준수사항(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불합격 처리함

 ※ 사범대학 교직 적·인성 면접문항 예시는 p.37 참조

 라. 실기고사 

  1) 내용

  2) 실기고사 유의사항
   ◦ 실기고사 일시 및 장소 등 실기고사 관련 안내 사항은 실기고사 약 일주일 전에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

에 공지하므로 실기고사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개별 통보 없음)

   ◦ 수험생은 전형기간 중 항상 게시 및 공지사항에 유의하고 모든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실기고사일에 공적신분증(생년월일, 성명,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및 수험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를 반드시 지참

   ◦ 실기고사장 내 휴대폰, 카메라, MP3, 스마트 워치 등 일체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소지를 금함

      ※ 고사장 내 녹음 및 촬영 불가함

   ◦ 실기고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착한 수험생은 결시 처리함

   ◦ 실기고사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미술계열(게임디자인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실

기고사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경우

      

 -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 타인의 작품에 손을 대거나 작품을 주고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실기고사 종료 후에도 화지에 그림을 계속 그리는 행위

 - 실기고사 중 대학에서 제시한 자료외의 개인자료를 보는 경우

 - 대학에서 안내한 화지면에 그리지 않고 뒷면(임시번호표가 붙은 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화지 뒷면에 

임시번호표란을 벗어나 임의의 표시를 하는 행위

 - 화지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 없는 어떤 특정 표식(이름, 부호 등)을 하여 고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감독관 및 진행요원의 요구 및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 기타 대학의 공정한 실기고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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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유의사항 비고

 • 본인 지참: 채색 용구
 • 대학 제공: 화지, 화판

 • 개인시계 사용 가능
   ※ 알람시계 및 스톱워치 불가
 •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

 • 당일 주제 제시: A4 사이즈의 흑백 
복사본을 배부

 • 종이 규격: 4절 켄트지
 • 채색 용구의 범위: 자유

실기종목 세부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합계

발상과 표현 표현 능력(40%) 아이디어 발상 능력(30%) 완성도(30%) 100%

전형 실기종목 시험시간 배점 실기내용

실기/실적
(일반전형)

발상과 표현 4시간
700점

(기본점수: 280점)

주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과 표현 능력

 3) 모집단위별 종목 및 배점

 게임디자인학과

 (1) 준비물 및 유의사항

  
 (2) 세부 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3) 등급별 배점표

등급 A B C D E F

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 반영점수(최고점: 700) = 취득점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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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종목 세부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합계

기초디자인 형태 및 동세(40%) 명암, 질감 및 양감(20%) 완성도(40%) 100%

발상과 표현 아이디어 발상 능력(40%) 화면 구성력(30%) 색채표현 능력(30%) 100%

사고의 전환 아이디어 발상 능력(40%) 화면 구성력(30%) 색채표현 능력(30%) 100%

등급 A B C D E F

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전형
실기종목
(선택 1)

시험시간 배점 실기내용

실기/실적
(일반전형)

 기초디자인 5시간
700점

(기본점수: 280점)
 주제의 해석에 따른 아이디어 전개와 디자인 기초 능력을 볼 
수 있는 채색화

발상과 표현 4시간
700점

(기본점수: 280점)
 주제의 해석에 따른 아이디어 전개와 디자인 표현 능력을 볼 
수 있는 채색화

사고의 전환 5시간
700점

(기본점수: 280점)
 연필, 수채화물감, 아크릴 물감, 한국화 물감 등 여러 가지 재료
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재료는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 

 

 (1) 준비물 및 유의사항

준비물 유의사항 비고

 • 본인 지참: 채색용구
 • 대학 제공: 화지

  • 개인시계 사용 가능
   ※ 알람시계 및 스톱워치 불가

 • 실기고사 당일에 주제 제시함
 •  종이 규격: 3절 켄트지(발상과 표현은 4절 켄트지)

 (2) 세부 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3) 등급별 배점

   
  ※ 반영점수(최고점: 700) = 취득점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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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전형
실기종목
(선택 1)

시험시간 배점 실기내용

실기/실적
(일반전형)

인물 수채화

4시간
700점

(기본점수: 280점)

주제를 통해 인체 표현 능력을 볼 수 있는 인물 수채화

상황 표현 주제에 대한 독창적 해석과 화면 연출

칸만화 주제에 대한 장면을 연출하여 4칸 이상의 만화로 구성

  

 (1) 준비물 및 유의사항  

준비물 유의사항 비고

 • 본인 지참: 채색용구, 개인 물통
 • 대학 제공: 화지, 화판, 이젤

 • 개인시계 사용 가능
   ※ 알람시계 및 스톱워치 불가
 •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

 • 당일 주제 제시: A4 사이즈의 흑백 
복사본을 배부

 • 종이 규격: 4절 켄트지 1장

 (2) 세부 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실기종목 세부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합계

인물 수채화 대상 묘화력(40%) 화면 구성력(30%) 색채표현 능력(30%) 100%

상황표현 대상 묘화력(40%) 화면 구성력(30%) 주제에 대한 창의적 해석(30%) 100%

칸만화 이야기(40%) 연출능력(40%) 캐릭터 표현 능력(20%) 100%

   

 (3) 등급별 배점

등급 A B C D E F

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 반영점수(최고점: 700) = 취득점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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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반영요소
등급별 배점 취득점수

(합계)
A B C D E F

기교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개 영역점수 합계
(기교+연계성+표현력)

연계성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표현력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무용학과

전형
실기종목
(선택 1)

시험시간 배점 실기내용

실기/실적
(일반전형)

한국무용

2분 이내
700점

(기본점수: 280점)
 선택한 전공 분야의 작품 1개를 2분 이내에 발표 

현대무용

발레

사회무용
  

 (1) 준비물  

구  분 전공별 입시 규정의상 준비물

한국무용
(여) 검정 레오타드, 검정풀치마, 흰 속바지, 버선 또는 흰색 코슈즈  
(남) 흰색 레오타드, 검정통바지, 버선 또는 흰색 코슈즈

   입시 음악 USB 1개 지참
  (1번 트랙에 음악이 있어야 함)

현대무용
(여) 검정 레오타드, 분홍색 타이즈(발목 없는 것)
(남) 흰색 레오타드, 검정색 타이즈(발목 없는 것)

발    레
(여) 검정 레오타드, 분홍색 타이즈, 분홍색 슈즈
(남) 흰색 레오타드, 검정색 타이즈, 검정색 슈즈

사회무용
(여) 검정 레오타드, 검정 재즈바지, 재즈슈즈 또는 댄스슈즈
(남) 흰색 레오타드, 검정 재즈바지, 재즈슈즈 또는 댄스슈즈

 (2) 유의사항

 • 레오타드 긴소매: 장식/무늬가 없는 (여)검정색, (남)흰색
 • 머리 모양은 올백이나 가운데 가르마를 하나로 올려서 단정하게 망을 하고 얼굴 화장은 일절 금함

 • 한국무용은 규정의상 검정풀치마로 하며, 전통치마와 디자인이 가미된 풀치마는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서 준비한 검정풀치마로 대체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한국무용: 타악연희 포함, 모든 소품을 허용

 • 사회무용: 실용무용에 준하는 모든 종목 포함

   ※ 재즈, 댄스스포츠, 방송댄스, 스트릿 댄스(코레오, 힙합, 걸스힙합, 락킹, 왁킹, 팝핀, 비보이, 크럼프, 하우스, 보깅 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기고사 전 과정 녹화함

(3) 세부 반영요소 등급별 배점

 ※ 반영점수(최고점: 700) = 취득점수(기교, 연계성, 표현력 3개 영역점수 합계)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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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실기종목 시험시간 배점 실기내용

실기/실적
(일반전형)

영화 시나리오 또는 

광고 콘티

(고사장에서 종목 선택)

7분
700점

(기본점수: 280점)

이야기 구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및 추론

준비물 유의사항 비고

 • 본인 지참: 필기구 지참
 • 대학 제공: 별도 없음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 실기고사 전 과정 녹화
   - 대기실 입장 전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 수거
   - 시험과 관계된 어떤 내용도 온라인상에 게제하

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교복 착용 금지

  • 시험: 조별 운영
    - 대기조/ 준비조(10분) /시험조(7분)
 

실기종목 세부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합계

영화 시나리오 

또는

광고콘티

이야기 분석 능력 (30%)  이야기 추론 능력(30%)
분석과 추론에 기초한 이야기 

구성 능력(40%)
100%

 영상학과

   

 (1) 준비물 및 유의사항

 

 (2) 세부 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3) 등급별 배점표

등급 A B C D E F

점수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 반영점수(최고점: 700) = 취득점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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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육과

전형 실기종목 모집인원(성별) 배점 실기내용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배드민턴 1(여)

200점
(기본점수: 100점)

• 지원 분야 기본 동작 및 체력 측정 등의 실기고사

• 준비물: 운동화, 운동복 

• 반영점수(최고점 200점): 취득점수의 합

탁구 1(여)

소프트테니스 2(남)

기계체조 2(남)

육상 2

 (1) 세부 종목별 배점표

  ① 배드민턴

구분 Service
(Long·Short)

High clear
(Fore·Back) Drive·Smash Drop·Hairpin Game 취득점수

(합계)

A 배점 40점

B 배점 30점

C 배점 20점

  ② 탁구

구분
Stroke

(Fore long, 
Back short)

Both cut Drive and 
Smash

Serve and 
Receive Game 취득점수

(합계)

A 배점 40점

B 배점 30점

C 배점 20점

  ③ 소프트테니스

구분 Fore hand 
stroke

Back hand 
stroke

Volley and 
Smashing

Serve and 
Receive Game 취득점수

(합계)

A 배점 40점

B 배점 30점

C 배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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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ess to Handstand L-sit Chin-up Handstand hold 왕복달리기

취득점수
(합계)

(30%) (20%) (30%)
(20%)

배점 횟수 배점 자세 배점 횟수 배점
시간
(초)

배점 자세 배점
25m/2회/

초

A 50 12회 이상 10 40 12회 이상 50 70초 이상 10 40 18초 이하

B 40 10회-11회 8 35 10회-11회 40 60초-69초 8 35 19초-20초

C 35 8회- 9회 6 30 8회-9회 35 51초-59초 6 30 21초-22초

D 30 6회- 7회

5

25 6회-7회 30 41초-50초

5

25 23초-24초 

E 25 5회 이하 20 5회 이하 25 40초 이하 20 25초 이상

구분 기초체력 1 기초체력 2 기초체력 3 전공실기
취득점수
(합계)

단거리 

/도약

등급 제자리멀리뛰기(cm) Side Step(4m/20초/회) Sit-up(60초/회) 등급

주 종목 
(form)

및 
기술

A(40점) 281cm 이상(241cm 이상) 12회 이상(10회 이상) 70회 이상(65회 이상) A(80점)

B(30점) 270cm-280cm(230cm-240cm) 9회-11회(7회-9회) 65회-69회(60회-64회) B(60점)

C(20점) 269cm 이하(229cm이하) 8회 이하(6회 이하) 64회 이하(59회 이하) C(40점)

중장거

리

등급 왕복달리기(20m/5회/초) Harvard step(30초/회) Sit-up(60초/회) 등급

주 종목 
(form) 

및 
기술

A(40점) 45.00초 이하(49.00초 이하) 45회 이상(40회 이상) 70회 이상(65회 이상) A(80점)

B(30점) 45.01-46.99초(49.01-50.99초) 40회-44회(35회-39회) 65회-69회(60회-64회) B(60점)

C(20점) 47.00초 이상(51.00초 이상) 39회 이하(34회 이하) 64회 이하(59회 이하) C(40점)

종목 지원 자격 기준

배드민턴 • 2019~2021년도 권위 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탁구 • 2019~2021년도 권위 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소프트테니스 • 2021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④ 기계체조

 ※ 1/10초는 무조건 버림. 예) 18″5는 18“로 간주

  ⑤ 육상

 ※ (  )안의 기록은 여학생 적용 기준

 (2) 대회인정범위 및 배점 기준표

  ○ 지원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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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입상 범위

 • 권위 있는 대회로 인정된 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3위

(경기 규정 상 인정하는 공동 3위 포함) 이상만 인정함. 또한, 단체경기 종목의 개인 특별상 수상자를 포함함

 • 입상은 개인 입상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경기 종목은 단체 입상자를 인정함. 다만, 단체 입상자는 실제 경기

에 출전한 엔트리에 속한 자만을 인정하되 경기 운영 방식 상 출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종목은 예외로 함

종목 지원 자격 기준

• 2020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2위 입상자와 3위 2회 이상 입상자
• 2019년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위 입상자, 2위 2회 이상 입상자와 3위 3회 이상 입상자
• 2019~2021년도 권위 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기계체조
• 2019~2021년도에 권위 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해당 종목 대회에서 단체종목을 제외한 개인

종합 1~8위 입상자 및 종목별 1~3위 입상자

육상 

• 2019~2021년도 권위있는 국제 규모 또는 전국 규모의 아래 해당 종목 대회에서 1~3위 입상자
  (1학년부 경기는 입상실적에서 제외)
  - 100m, 100mh, 200m, 400m, 400mh, 800m, 멀리뛰기
  - 400m 계주, 1600m 계주는 전국체전만 인정함

종목 대회명

배드민턴

대만오픈배드민턴그랑프리골드

독일주니어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영오픈배드민턴슈퍼시리즈프리미어

인도네시아오픈배드민턴슈퍼시리즈프리미어

탁구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스페인카뎃주니어탁구오픈대회(ITTF WJC)

이탈리아카뎃주니어탁구오픈대회(ITTF WJC)

소프트테니스(정구)

세계선수권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기계체조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

육상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 인정 입상범위 

     
  ○ 인정 국제 규모 대회 

 ※ 대회 주최자와 주최기관이 동일한 경우, 대회명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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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대회명 주최

배드민턴

전국봄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대한배드민턴협회

(한국 중·고, 대학, 실업배드민턴연맹)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국가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탁구

전국남녀중고학생종별탁구대회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탁구대회 대한탁구연맹

전국회장기중고남여탁구대회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전국남녀중고학생탁구대회 한국중고등학교 탁구연맹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대한탁구협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대한탁구협회

한국마사회장배춘계실업탁구왕전 한국실업탁구연맹

한국마사회장배추계실업탁구왕전 한국실업탁구연맹

소프트테니스

회장배전국정구대회 대한정구협회

전국남녀중고교정구대회 한국중고정구연맹

전국장원배정구대회 대한정구협회

대통령기전국정구대회 대한정구협회

전국정구종합선수권대회 대한정구협회

전국남자중고교정구대회 한국중고정구연맹

전국남녀중고교추계연맹전 한국중고정구연맹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기계체조

전국종별선수권대회 대한체조협회

KBS배체조대회 KBS/대한체조협회

문체부장관기대회 대한체조협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회장기 전국 중고 체조대회 한국중고체조연맹

회장배 전국 중고 체조대회 한국중고체조연맹

육상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겸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선발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배 전국중고등학교 육상 선수권 대회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겸 아시아경기대회선발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국가대표선발대회) KBS/대한육상경기연맹 공동주최

추계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대회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 인정 전국 규모 대회

  ※ 대회 주최자와 주최기관이 동일한 경우, 대회명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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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위

개인전 단체전

심사년도

(2021)

심사전년도

(2020)

심사전전년도

(2019)

심사년도

(2021)

심사전년도

(2020)

심사전전년도

(2019)

세계선수권대회

1 500 490 480 490 480 470

2 490 480 470 480 470 460

3 480 470 460 470 460 450

종목별
아시아경기대회

1 490 480 470 480 470 460

2 480 470 460 470 460 450

3 470 460 450 460 450 440

전국체육대회

1 480 470 460 470 460 450

2 470 460 450 460 450 440

3 460 450 440 450 440 430

기타

전국규모대회

1 470 460 450 460 450 440

2 460 450 440 450 440 430

3 450 440 430 440 430 420

구분 등위

개인종합

심사년도(2021) 심사전년도(2020) 심사전전년도(2019)

세계선수권대회

1 500 490 480

2 495 485 475

3 490 480 470

4 485 475 465

5 480 470 460

6

470 460 4507

8

종목별
아시아경기대회

1 490 480 470

2 485 475 465

3 480 470 460

4 475 465 455

5 470 460 450

6

460 450 4407

8

  ○ 체육교육과 경기실적 배점표(기계체조-개인종합 제외)

   
 ※ 경기 실적의　배점은　제출된　수상 실적 중　경기 실적 배점표 상에서 최고 성적(점수) 1건만 반영됨. 단, 반영되는 수상 

실적은 지원 자격 기준(p.52 참조) 이상의 실적만 인정됨

 ※ 전국체육대회: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 도 대항 경기

 ※ 전국 규모 대회: 각 협회(연맹)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  

 ※ 기계체조 종목은 단체전 해당 없음

  ○ 체육교육과 경기 실적 배점표 (기계체조-개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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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위

개인종합

심사년도(2021) 심사전년도(2020) 심사전전년도(2019)

전국체육대회

1 480 470 460

2 475 465 455

3 470 460 450

4 465 455 445

5 460 450 440

6

450 440 4307

8

기타

전국규모대회

1 470 460 450

2 465 455 445

3 460 450 440

4 455 445 435

5 450 440 430

6

440 430 42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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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river Iron(Long) Iron(Middle) Approach Putting 취득점수
(합계)

A 배점 40점

B 배점 30점

C 배점 20점

전형 실기종목 모집인원(성별) 배점 비고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골프 4(여)

400점
(기본점수: 200점)

• 지원 분야 기본 동작 및 체력 측정 등의 실기고사

• 준비물: 운동화, 운동복, 골프장비 개인 지참

종목 지원 자격 기준

골프
• 2019~2021년도 LPGA, KLPGA의 대회에서 1~100위 입상자, 대한체육회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대한골

프협회(KGA) 주관 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주관 대회 및 KLPGA 주관 대회(삼천리 
Together 꿈나무 대회,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1~20위 입상자, 시·도협회 주관 대회에서 1~5위 입상자

종목 인정되는 입상 범위

골프

• LPGA, KLPGA 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100위
(경기실적증명서에 인정되는 순위) 이상만 인정함

• 대한체육회 주관의 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20위
(경기실적증명서에 인정되는 순위) 이상만 인정함

• 대한골프협회(KGA) 주관 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20위
(경기실적증명서에 인정되는 순위) 이상만 인정함

•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주관 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20위
(경기실적증명서에 인정되는 순위) 이상만 인정함 

• KLPGA 주관 대회(삼천리 Together 꿈나무 대회,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20위(경기실적증명서에 인정되는 순위) 이상만 인정함

• 시·도협회 주관의 대회에서의 입상 범위는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인정하여 5위
(경기실적증명서에 인정되는 순위) 이상만 인정함

 생활체육지도학과

 (1) 실기고사 종목별 배점표 

  골프

    ※ 반영점수(최고점: 400)=취득점수×2

  (2) 대회인정범위 및 배점 기준표

  ○ 지원 자격 기준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2019~2021년도에 입상한 실적을 인정함
   ※ 경기실적 증명은 LPGA · KLPGA 협회장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인정 입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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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국제 규모 대회명

골프
LPGA 대회

KLPGA 대회

종목 대회명 주최

골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대한골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 골프선수권 대회

GS칼텍스 매경 오픈 골프선수권 대회

박카스배 SBS GOLF 대회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 대회

호심배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 대회

송암배 아마추어선수권대회

일송배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 대회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

KB금융그룹배 한국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

한국 C&T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YG CUP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스포츠조선배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회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골프대회

삼천리 Together 꿈나무 대회
한국 여자프로골프 협회(아마추어)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시·도 협회장 대회
시·도 협회

시·도 도지사배 대회

골프 경기실적 배점표

구분 등위
개인전

심사년도
(2021)

심사전년도
(2020)

심사전전년도
(2019)

LPGA, KLPGA
(1부투어=정규투어)

1 300 298 296

2 298 296 294

3 296 294 292

4 294 292 290

5 292 290 288

6 290 288 286

7 288 286 284

8 286 284 282

9 284 282 280

10 282 280 278

11~100 280 278 276

○ 인정 국제 규모 대회

   ※ 대회 주최자와 주최기관이 동일한 경우, 대회명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정 국내 규모 대회

 ※ 대회 주최자와 주최기관이 동일한 경우, 대회명은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체육지도학과 경기실적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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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실적 배점표

구분 등위
개인전

심사년도
(2021)

심사전년도
(2020)

심사전전년도
(2019)

KLPGA
(2부투어=드림투어)

1 298 296 294

2 296 294 292

3 294 292 290

4 292 290 288

5 290 288 286

6 288 286 284

7 286 284 282

8 284 282 280

9 282 280 278

10 280 278 276

11~100 278 276 274

KLPGA
(3부투어=점프투어)

1 296 294 292

2 294 292 290

3 292 290 288

4 290 288 286

5 288 286 284

6 286 284 282

7 284 282 280

8 282 280 278

9 280 278 276

10 278 276 274

11~100 276 274 272

대한체육회 주관 대회

1 282 280 278

2 280 278 276

3 278 276 274

4 276 274 272

5 274 272 270

6 272 270 268

7 270 268 266

8 268 266 264

9 266 264 262

10 264 262 260

11~20 262 260 258

대한골프협회 대회

1 280 278 276

2 278 276 274

3 276 274 272

4 274 272 270

5 272 270 268

6 270 268 266

7 268 266 264

8 266 264 262

9 264 262 260

10 262 260 258

11~20 260 258 256



실기/실적전형

- 60 -

순위 동점자 처리 기준(실기/실적전형)

제1순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고득점자

제2순위  학교생활기록부 영어 성적 고득점자

제3순위  제2순위 후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골프 경기실적 배점표

구분 등위
개인전

심사년도
(2021)

심사전년도
(2020)

심사전전년도
(2019)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 연맹 대회, 

KLPGA 주관 대회

(삼천리 Togather 꿈나무 대회, 

회장배 여자아마추어 골프대회)

1 278 276 274

2 276 274 272

3 274 272 270

4 272 270 268

5 270 268 266

6 268 266 264

7 266 264 262

8 264 262 260

9 262 260 258

10 260 258 256

11~20 258 256 254

시·도 대회

1 264 262 260

2 262 260 258

3 260 258 256

4 258 256 254

5 256 254 252

합격 구분 문서등록 유의사항

동시에 2개 이상의 전형에 합격한 경우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문서등록

문서등록 이후 다른 

전형에 충원 합격한 

경우

기존 문서등록한 전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 없음

새로 합격한 전형에 문서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문서등록을 포기하고 새로 합격한 전
형에 문서등록

   ※ 경기 실적의　배점은　제출된　수상실적 중　경기실적 배점표상에서 최고성적(점수) 1건만 반영됨. 단, 반영되는 수상실적은 

지원 자격 기준(p.57 참조) 이상의 실적만 인정됨

   ※ 전국체육대회: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 도 대항 경기

   ※ 전국 규모 대회: 각 협회(연맹)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대회

4. 선발원칙
 

 가. 전형별, 모집단위별로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우리 대학이 정한 지원 자격에 미달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정상적 학업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라. 실기고사와 면접(체육교육과)에 결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마.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기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바. 미등록 등 결원 보충을 위한 예비 후보자는 최초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으로 함

 사. 전형요소별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아. 합격자 선발 시 발생하는 동점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함

  ※ 단,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동점자 제2순위는 국어･영어 등급에 따른 우리 대학의 변환점수 평균을 적용함

 

 자. 전형별 중복 합격자 문서등록 유의사항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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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제출서류

실기/실적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생활체육지도학과 

택1
-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입문교육 이수증 또는 회원증명서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준회원 선발 이론교육 이수증 또는 회원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1부【대한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 선수등록확인서 1부(골프의 경우, 아래의 서류도 제출 가능)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3년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전체

  -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한 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4년 및 그 이전 검정고시합격자, 2022년 제2회차 검정고시합격자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검정고시성적증명 온라인 제공에 관한 사항은 p.71 에서 확인

5. 제출서류

 가. 실기/실적 전형별 제출서류

 나. 실기/실적 전형별 온라인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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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방문 제출방법
(해당자)

• 인터넷 원서 접수 후 대학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표지에 부착 후, 제출서류를 등

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당자)

• 제출기한: 2021.09.10.(금) 09:00∼09.16.(목)18:00 도착분(방문 제출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체육교육과와 생활체육지도학과는 2021.10. 29.(금) 까지 제출

  ※ 자격증빙서류는 2021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만 인정(단, 국내 고교 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초∙중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도 유효함)

  ※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최종등록자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 재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입학 후 안내할 예정임

제출서류 도착확인 

• 서류 도착 여부는 인터넷 원서 접수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미도착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류 도착 여부 및 미비 내역을 확인

• 문의: ☎ 041-850-0111

제출처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다. 서류 제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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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필수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자

①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지)청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차상위
계층

필수

(택 1)

• 차상위계층확인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자활근로자확인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급여(발급)대상자 기준]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필수>서류를 발급할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추가 
서류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필수>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부 또는 모 기
준으로 발급받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1부(부 또는 모 기준)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Ⅴ-1  제출서류 안내사항

1. 전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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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제출서류

③ 만학도

 •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농어촌 지역 
중·고 

6년 이수자

필수

 •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지원자 본인, 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총 3부)

해당자

추가 서류

 •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모 기준)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부모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2008.1.1.이전 사망자만 해당): 

   제적등본(사망자 기준)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부모의 국적상실 시: 기본증명서(해당자 기준) 1부,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

 농어촌 지역
초·중·고 

12년 이수자

 •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우리 대학교 양식) 
   ※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학생부종합
(장애인등대상자

전형)

필수

(택 1)

 • 장애인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 표기) 1부【국가보훈처 발급】

 • 특수임무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 표기) 1부【국가보훈처 발급】

 • 국가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상이등급 표기) 1부【국가보훈처 발급】

해당자

추가 

서류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학생부대체서류 1부
   ※ 양식(P.83)에 작성, PDF 저장한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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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제출서류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실기/실적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에서만 발급 가능함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생활체육지도학과 

•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1부【대한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 선수등록확인서 1부(골프의 경우, 아래의 서류도 제출 가능)

택1
-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입문교육 이수증 또는 회원증명서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준회원 선발 이론교육 이수증 또는 회원증명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1부
  ※ 2014년 2월~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은 고등학교 또는 나이스 홈에듀에서만 발급 가능함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1부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포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3년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전체

  -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한 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 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  검정고시성적증명서 제출 대상(등기우편 또는 방문)

  - 2014년 및 그 이전 검정고시합격자, 2021년 제2회차 검정고시합격자

  - 2015년~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검정고시성적증명 온라인 제공에 관한 사항은 p.71에서 확인

2. 온라인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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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제출 안내 사항

등기우편/방문 제출방법
(해당자)

• 인터넷 원서접수 후 대학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표지에 부착 후, 제출서류를 등

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당자)

• 제출기한: 2021.09.10.(금) 09:00∼09.16.(목) 18:00 도착분(방문 제출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체육교육과와 생활체육지도학과는 2021.10. 29.(금) 까지 제출

  ※ 자격증빙서류는 2021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원본)만 인정(단, 국내 고교 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초∙중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는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도 유효함)

  ※ 지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최종등록자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 재검증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입학 후 안내할 예정임

제출서류 도착확인 

• 서류 도착 여부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미도착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류 도착 여부 및 미비 내역을 확인

• 문의: ☎ 041-850-0111

제출처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제출서류양식 참조
 ◦ 학생부대체서류   p.83

 ◦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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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영 방법

교과성적

(90%)

 • 교과성적 = 변환점수 평균 × 50 + 500점

 • 변환점수 평균 = ∑(과목별 변환점수×이수단위)÷반영한 이수단위 합계(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반영 교과 및 과목: 전 교과 전 과목 

 • 반영 학년 및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학년별 반영비율 없음)

 • 점수 배점: 900점 만점, 기본점수 500점

 • 변환점수표
    ①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9등급제로 표기된 과목의 성적만 반영하며, 3단계‧5단계 성취평가 등급과 ‘이수’, ‘P’, ‘‧’ 등은 반영하지 않음

    ※ 9등급제로 표기된 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②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과목별 석차가 표기된 경우

과목별 석차백분율 0.00
~4.00

4.01
~11.00

11.01
~23.00

23.01
~40.00

40.01
~60.00

61.01
~77.00

77.01
~89.00

89.01
~96.00

96.01
~100

교과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과목별 석차백분율=[{석차+(동석차 인원수-1)/2}÷재적수]×100 

    ③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로서 평어만 표기된 경우

평어 수 우 미 양 가

교과성적 등급 1 3 5 7 9

변환점수 8 6 4 2 0      

  

    ④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전 교과목 평균

100 99.99 ~ 95 94.99 ~ 90 89.99 ~ 85 84.99 ~ 80 79.99 ~ 70 69.99 ~ 60

교과성적 등급 2 3 4 5 6 7 8

변환점수 7 6 5 4 3 2 1  

      ※ 검정고시 전 교과목 평균 = 검정고시 응시 교과목별 점수 합 ÷ 응시과목 수

    ⑤ 외국 고교 출신자

  

과목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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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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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과목별 점수 100 ~ 96 95.99~90 89.99~86 85.99~80 79.99~76 75.99~70 69.99~66 65.99~60 60 미만

교과성적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 등급이나 점수가 표기된 전 과목을 반영함
        ※ 과목별 등급과 점수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는 점수를 반영함
        ※ 위에 제시한 성적 산출 체계와 다른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Ⅵ  수시 학생부 반영 방법(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1. 적용대상 전형

전형 모집단위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실기/실적(일반전형)
게임디자인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무용학과, 영상학과

실기/실적(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생활체육지도학과

  2.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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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영 방법

출결성적

(10%)

검정고시 
전 교과목 평균

100 99.99~90 89.99~80 79.99~60

출결성적 등급 2 3 4 5

출결성적 97 94 91 88

▫ 출결성적 산출 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반영함
  • 점수 배점: 100점 만점, 기본점수 88점

  • 결석일수[질병, 기타(결석, 지각, 조퇴, 결과)일수 제외]에 의해 등급별로 산출

    ※ 미인정(무단) 지각, 미인정(무단) 조퇴, 미인정(무단)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함

  • 결석일수별 출결성적 점수표

    ① 학생부에 출결 상황이 표기된 경우

결석일수 0~3일 4~6일 7~15일 16~30일 31일 이상

출결성적 등급 1 2 3 4 5

출결성적 100 97 94 91 88

    ② 검정고시 출신자

    ③ 외국 고교 출신자 

교과성적 평균등급 1~2.99 3~4.99 5~6.99 7~7.99 8~9

출결성적 등급 1 2 3 4 5

출결성적 100 97 94 91 88

학생부 점수=(교과성적+출결성적)×학생부 반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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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대분류 전형 소분류 지원 방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

1회 지원 가능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2회 지원 가능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실기/실적(일반전형)

실기/실적(특기자전형)

Ⅶ  지원자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 범위 

  1)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2) 수시 지원 횟수 제한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위반시스템의 지원 횟수 확인 후, 수시 지원 6회를 초과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초과 접수된 원서는 취소하고 전형료를 반환함(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 됨(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3)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회,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전형에서 2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2.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불가

  1) 수시모집 합격자(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입학 학

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 불가). 수시모집 등록에서 이중등록자(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자 포함)가 있

는 경우 등록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입학이 무효로 처리됨

  2)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

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취소됨

  3)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등록 포기(등록금 반환)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

라인으로 신청함

  4)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형 종료 후 신입생의 지원·등록 현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 이중등록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며 입학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함

4. 수험생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전 혹은 발표 후에라도 입학 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의 1)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

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70 -

 2) 지정된 등록기간 내 미등록(문서등록 포함)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3)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 기한까지 미도착한 경우 및 본 요강의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지원한 경우

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4) 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공주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kongju.ac.kr) 및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 게시·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6)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출력 가능함

 7) 실기고사 및 면접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장에 도착하여야 함. 

  ◦ 수험생은 수험표와 공적신분증(생년월일, 성명,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실기고사 및 면접 중 항시 휴대하여야 함

  ◦ 수험생은 면접고사장, 실기고사장, 수험생대기실 내에서 이동전화, 무전기, 녹음기, 카메라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휴대

할 수 없음

  ◦ 수험생은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진행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의 안내 및 지시시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 시 교복을 착용할 수 없음

     ※ 원거리의 수험생은 면접 당일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리 대비하기 바람

 8) 원서 접수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대학교 

입학본부(041-850-0111)에 반드시 알려야 함

 9)  학부 단위로 입학한 경우 재학 중 대학이 정한 소정의 배정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함

 10) 향후 진로와 관련된 교직 적·인성검사 및 신체검사 결격 예상 판정 기준 안내

     ◦ 사범대학 입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졸업 시까지 교직 적·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신체검사는 미실시하지만, 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신체검사 결격 기준에 유의하여 모집단위에 지원해야 함

      

대상 결격 예상 판정 기준

사범대학
전 모집단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화학교육과 색각 이상 정도가 강도(색맹)인 자

간호보건
대학 

간호학과 의료법 제8조의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급구조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보건행정학과 
의료정보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위 신체검사 결격 예상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이 당해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되면, 학업 이수나 해당 분야 진출

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지원하기 바람

 11) 실기고사 녹화 자료

     ◦ 실기/실적전형의 영상학과 및 무용학과에 지원한 자는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기고사 녹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 실기고사 녹화 자료는 입학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음 

 1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13)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로 문의바람 ☎ (041)850 - 0111

     ※ 주소: 우)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대학본부 210호)

     ※ 전화번호: 공주대학교 입학본부(공주캠퍼스) ☎ (041)850 -0111, FAX: (041)850-8903 

5. 대학입학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 개요

    ◦ 대학입학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입전형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부 받아 대학입학 전형에 활용함

    ◦ 대학입학 전형자료는 공주대학교 학칙에 의거 설치된 기구에서 입학(입시 통계 포함), 학사, 장학, 학생복지(건강관리 등) 

등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음

  2)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제공 대상: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대상교(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출신자

    ◦ 동의 방법: 인터넷 원서 접수 시 ‘동의’ 선택

       -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대입전형용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 2013년 졸업자와 그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학교장 직인 날인 필수)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 제공대상: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수시모집에 지원한 자는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 자료의 온라인 제공을 동의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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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자료

    ◦ 제공 대상: 2015년 제1회차부터 2021년 제1회차 검정고시합격자 중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도 이전 및 2021년도 제2회차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 온라인 제공이 불가함

    ◦ 제공 동의 방법: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시 ‘제공 동의 확인 번호’ 를 확인하여 입력

      -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2014년도 이전 및 2021년도 제2회차 검정고시합격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신청 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검정고시 바로가기 메뉴의 각 시도교

육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자료를 확인하고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및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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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등록 포기 및 환불

Ⅸ  전형료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28,000원, 2단계 5,000원)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면접 실시 면접 미실시 면접 실시 면접 미실시 음악교육과 일반전형, 특기자전형

33,000원 28,000원 28,000원 23,000원 58,000 58,000원

 1. 등록포기: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

에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2. 포기신청: 사유 발생 즉시

 3. 신청방법: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등록 포기 신청 안내는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추후 공지

 4. 환불안내: 최종 등록금 납부 후 등록 포기할 경우 등록 포기 신청일 다음날까지 환불 받을 계좌로 등록금이 환불됨

              ※ 등록 포기 신청 시, 환불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함

              

1. 전형료

 

2. 전형료 환불 및 면제사항

  1) 전형료 면제사항

    ◦전액 면제 대상 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지원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위 전형료 면제대상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였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사후 반환함(2021.9.16.(목)18:00까지 공주대학교 입학본부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2)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단계별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자(1단계 탈락자): 2단계 전형료에 해당하는 5,000원을 반환

      ※ 단계별 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실기/실적전형은 전형료 반환 없음

      ※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반환 계좌로 반환하며, 면접대상자로 선발된 자(1단계 합격자)가 면접에 불참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3)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별로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2022년 4월 30일까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

입금 선택 시 정확한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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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안내

장학금명 수혜대상 수혜혜택(내역) 수혜조건

성적우수
장학금

전체 수석 입학자
 - 수시, 정시 입학자 중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 최
고득점자

 -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 8개 학기 기숙사비 지원
  (발전기금지원)

 -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유지)

대학별 수석 입학자
 - 수시, 정시 입학자 중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 최
고득점자

 - 입학 후 2년간 등록금 전액  -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유지) 

각 학과(전공 및 트랙 포함) 수석 
입학자
 - 수시, 정시 입학자 중 수능 4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 최
고득점자

 -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1회)

성적우수 입학자
 - 수시 입학자 중 입학전형성적

(1,000점 만점) 순위에 따라 선발
 - 정시 입학자 중 입학전형성적

(1,000점 만점) 순위에 따라 선발

 - 수업료1, 수업료2 중 일부  

재학생  - 수업료1, 수업료2 중 일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과에서 선발

행복장학금
국가장학금Ⅰ,Ⅱ를 신청한 학생 중 소득
분위가 결정된 학생 중에서 선발

 - 등록금 일부  - 직전학기 성적 2.01 이상

특수교육
장학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 또는 재학 중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 2019학년도 입학자까지
  1급(전액), 2급(수업료2), 
  3급(수업료1)
 -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업료1전액+수업료2반액

 - 직전학기 성적 2.01 이상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자녀
(보훈청에서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등록금 전액 
 - 직전 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70

점 이상(단, 신입생은 전원 지급)

우수 선수
장학금

- (1~2학년) 입학 후 직전학기 평점  
  평균 2.50 이상인 경우 지급
- (3~4학년) 직전학기 평점평균
  2.50 이상인 자로 직전학년도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 실적 인정 기준은 신입생 수시
   모집 특기자전형 지원 자격 적용

 - 등록금 전액
 - 직전 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단, 신입생은 전원 지급)

성취도
장학금

• 토익 
- 일반학과: 토익 750점 이상
- 영어관련학과: 토익 800점 이상

 - 수업료2 반액

 - 대학 입학 후 재학 중에 취득한 
성적으로 대학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취득 시 장학금  1회 지급

• 토플 
- 일반학과: 토플(IBT) 79점 이상
- 영어관련학과: 토플(IBT) 88점 

이상 

 - 수업료2 반액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국인 
- 신입생: 입학 후 2년 내 4급 

이상 취득
- 편입생: 입학 후 1년 내 4급 

이상 취득

 - 수업료2 반액

1.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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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수혜대상 수혜혜택(내역) 수혜조건

공로장학금
공로장학생
 ※ 공로장학금 지급 기준에 의함

 - 등록금 범위 내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  

VALUE UP인재  
 인증장학금

- 영역별 VALUE UP인재 인증 마일  
  리지 취득자

 - 대학에서 별도 책정  - 영역별 300마일리지 이상 취득한 자

응급지원
장학금

- 보호자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응급지원장학금 지급 지침에 따름 

 - 등록금 상당액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4

구간 이하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2.01이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
 - 직전 두학기 평균성적이 각

각 만점의 70% 이상

충남경찰 충청남도 소속 경찰 재직자(본인)  - 등록금의 3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선행 장학금
(교내근로)

선행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2.01(75점/100점) 
이상 취득자
※ 신·편입생 첫 개학기만 선행근로 제외

 - 근로 시간 수에 따름  - 대학의 기준에 따름

국가근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를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수요부서에서 선발
된 자
※ 신·편입생 첫 개학기만 국가근로 
  제외

 - 근로 시간 수에 따름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국가장학금
(Ⅰ유형)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 한국장학재단 기준 금액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국가장학금
(Ⅱ유형)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 대학에서 별도 책정  - 별도 계획에 따름

지역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교내외 

장학금 포함)
 - 별도 계획에 따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장

학금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신청
자 중 선발된  자

 - 등록금 전액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사업
(이공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푸른등
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 기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 산업과학대학 소속 관련 학과 

재학생(1학년 2학기~2학년 2학기)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농어촌희망재단 기준에 따름

농업인자녀장학금
 - 전공 무관, 농업 종사자 자녀

 - 매학기 50만원~200만원 정도  - 농어촌희망재단 기준에 따름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전공 무관(3학년 진학예정자 이상)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 농어촌희망재단 기준에 따름

교수회 장학금 학과(전공)당 1명  - 50만원 정도
 - 교수회의 선발기준에 따름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동창회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생(재학생): 연 20 ∼
30명 선발

 - 50만원 정도
 - 우수 기준 및 선발 인원, 금액 

등은 동창회장학재단 사업 기준
에 따름

기타 외부 
장학금
(외부 

기관/재단)

외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자  - 등록금 범위 내
 -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위 수혜대상 및 수혜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입시반영 비율 및 성적에 의함 

  ☎ 문의: 학생복지과 (041) 850-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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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치학과 또는 전공 예정인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 내외

공 과 대 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나노정보공학전공)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사회환경공학과,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나노재료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산 업 과 학 대 학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간 호 보 건 대 학 간호학과 

예 술 대 학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영상학과

2. 학사제도 안내

1) 모집단위간이동(전과)제도 

  ◦ 입학 후 소속 학과의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에게 학과(전공) 변경 기회 부여

  ◦ 모집단위 간 이동(전과)은 계열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선발 시 동일대학, 동일계열의 지원자를 우선 선발

  ◦ 매년 실시하며, 등록 횟수와 취득학점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지원  

     ※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간호학과와 특별전형 입학자 중 일부 제한

2) 복수전공제도
  ◦ 소속 학과(부)의 전공학점 외에 다른 학과(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하는 제도

  ◦ 학과나 학문의 특성상 일부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는 제한(간호·보건 계열 등)될 수 있으며, 2학년부터 이수 가능

3) 교직과정 설치학과 운영
  ◦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의 교원 양성을 위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 운영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모집인원은 학칙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4) 조기 졸업

  ◦ 조기졸업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요건을 구비할 경우 조기 졸업 가능

5) 타 대학에서의 취득학점 인정

  ◦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수강 후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     

6) 사이버 강의 실시

  ◦ 우리 대학교 자체 사이버 강의 및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 문의: 학사지원과 (041) 850-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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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생활관 개관년도 1실 인원 실수
수용인원

비  고
남자 여자 계

공주캠퍼스

은행사 1981 2 140 280 280

1학년 40% 
2학년 25% 
3학년 20% 
4학년 15%

(한국어연수생, 
 대학원생,

 편입생 제외)

홍익사 1985 4 106 424 424

해오름집 2002 4 144 576 576

비전
하우스 2005

1 9 4 5 9

2 218 4 432 436

소계 227 8 437 445

드림
하우스
(BTL)

2009

1 6 3 3 6

2 490 430 550 980

소계 496 433 553 986

계

1 15 7 8 15

2 848 434 1,262 1,696

4 250 424 576 1,000

계 1,113 865 1,846 2,711

예산캠퍼스
(산업과학대학)

금오사 2003

2 2 2 2 4 1학년 45% 
2학년 27% 
3학년 15% 
4학년 10% 

대학원·편입생 3%

4 104 168 248 416

소계 106 170 250 420

예지사
(BTL) 2009 2 80 80 80 160

계

2 82 82 82 164

4 104 168 248 416

계 186 250 330 580

천안캠퍼스
(공과대학, 

인공지능학부)

용주학사 1991 2 116 166 66 232
1학년 45% 
2학년 25% 
3학년 15% 
4학년 10% 

대학원 · 편입생 5%

챌린지
하우스 2012

1 21 11 10 21

2 392 538 246 784

소계 413 549 256 805

도솔학사
(BTL) 2019 2 150 192 108 300

계

1 21 11 10 21

2 658 896 420 1,316

계 679 907 430 1,337

전체

1 36 18 18 36

2 1,588 1,412 1,764 3,176

4 354 592 824 1,416

합계 1,978 2,022 2,606 4,628

3. 학생생활관

 
1) 수용 현황

(단위: 명, 2021학년도 기준)

※ 위 내용은 대학 및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실신청 안내문 참고

※ 각 캠퍼스별 생활관 내·외부 시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i.kongju.ac.kr)  ‘생활관 둘러보기’ 메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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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생활관명 전화번호 FAX

공주캠퍼스

은행사 (041) 850-8724

(041) 850-8720해오름집 (041) 850-8732

홍익사 (041) 850-8723

비전하우스 (041) 850-0400 (041) 850-0404

드림하우스(BTL) (041) 850-8982 (041) 850-8983

예산캠퍼스 금오사, 예지사(BTL) (041) 332-5809 (041) 331-1750

천안캠퍼스
용주학사, 챌린지하우스

도솔학사(BTL)
(041) 521-9707 (041) 562-7079

캠퍼스별 생활관명 식비 관리비 합 계 비 고

공주캠퍼스

은행사 512,000 587,000 1,099,000
* 1일3식 제공

 (월요일~일요일)

* 홍익사와 해오름집 
  2인실 운영

홍익사 512,000 587,000 1,099,000

해오름집 512,000 587,000 1,099,000

비전하우스 512,000 661,800 1,173,800

드림하우스(BTL) 818,400 688,100 1,506,500

예산캠퍼스
금오사 645,000 751,910 1,396,910 1일2식(중·석식) 제공

(월요일~일요일)예지사(BTL) 645,000 835,450 1,480,450

천안캠퍼스

용주학사 350,000 448,700  798,700
100식 제공

(평일만 중·석식)
챌린지하우스 350,000 730,300 1,080,300

도솔학사(BTL) 350,000 826,600 1,176,600 

2) 생활관비 현황
(단위: 원,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 천안캠퍼스 BTL(도솔학사)는 공공요금 보증금 150,000원(학기당) 선납 후 사용 금액 정산

   ※ 2022학년도 생활관비는 2021년 12월 중 결정될 예정임

3) 신입생 입실신청 공고문 공지 안내

 ◦ 수시모집 합격자: 합격자 발표 이후,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i.kongju.ac.kr)

 ◦ 정시모집 합격자: 합격자 발표 이후,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i.kongju.ac.kr)

 ◦ 위 일정은 대학 및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생활관 여석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 입

실신청 안내문을 추후 공지할 예정

 ◦ 학생생활관 입실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및 선발 방법, 생활관비 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일정에 따라 공지되

는 캠퍼스별/대상자별 ‘학생생활관 입실신청 안내문’을 참고

    ※ 학생생활관 입실신청자는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안내문 미확인(또는 미숙지)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신입생 우선입실대상자 안내

 ◦ 선발 대상: 글로벌리더장학생, 전체 수석 합격자, 단과대별 수석 합격자, 학과(부)별 수석 합격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대상자, 장애인, 외국인, 재외국민, 새터민, 체육특기자 등

 ◦ 선발 기준: 학생생활관(분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자격 요건, 제출서류, 수혜 기간, 선발 방법 등)에 의함

 ◦ 학생생활관 수용 가능인원(여석) 보다 우선입실대상자가 많을 경우 우선입실대상자를 전원 선발할 수 없으며, 입실신청 

기간에 입실신청을 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선발할 수 없음

    ※ 위 내용은 대학 및 학생생활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선입실대상자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생활관 자료실’에 게시되는 ‘학생생활관 입실대상자 선발지침’을 참고

5) 생활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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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모집단위 등록금

인 문 사 회 1,599,000

상 업 정 보 교 육 과 1,929,000

수 학 교 육 과 1,610,000

자 연 1,940,000

예 체 능 · 공 학 2,115,000

구분 강좌 강사

영어회화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영문학, 미드영어, 1:3영어 원어민

일본어회화 초급반, 중급반 원어민

중국어회화 초급반, 중급반 원어민

토익 650 초급반, 850 중급반, 실전문제 풀이반 내국인

토익스피킹 토익스피킹 내국인

오픽 오픽 내국인

4. 등록금 
                                                                                     (단위: 원/학기당, 2021학년도 기준)

  
  ※ 상기 금액은 2021학년도 신입생 기준의 등록금액이며 2022학년도 등록금은 별도 책정

  ※ 신입생의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대학 홈페이지-팝업창』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함 

    ☎ 문의: 재무과 (041) 850-8092

5.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안내

 1) 신입생 어학프로그램
  ◦ 신입생 어학 프로그램 이란?

  신입생 영어 특별과정은 대학생 기본 스펙 영어실력 완성 프로젝트로서 오프라인+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목표달성 프

로그램임. 1:1 집중관리 및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공주대학교 신입생들의 공인어학시험 고득점 달성은 물론 

NCS형 능력인재를 만들기 위한 맞춤식 과정임

   - 개인별 토익 150점 이상 향상 목표

   - 목표점수 토익 700점, 토익 Speaking Lv.5 달성      

   - 기초영문법,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영어회화·제2외국어학습 과정 개설

  ◦ 신입생 어학 프로그램 학습 단계

  대학생활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수업 참여 방식으로 공강시간, 보충수업, 온라인 학습 중 선택 수강

구분 봄학기(3~6월) 여름방학(7~8월) 가을학기(9~12개월) 겨울방학(1~2월)

정규과정
공강시간 이용

토익 입문/중급 수업

· 교내 수강(선택1)
· 타대학 교차수강(선택2)
· 온라인 강의(선택3)

공강시간 이용
토익 중급/실전 수업

· 교내 수강(선택1)
· 타대학 교차수강(선택2)
· 온라인 강의(선택3)

온라인 추가
학습 지원

· 온라인학습(오프라인 병행)
· 인공지능 AI온라인 영어 
학습 제공

· 토익 중급
· 온라인학습(오프라인 병행)
· 토익스피킹 초급

· 토익 고급
· 토익스피킹 중급

  ◦ 수강 혜택 

   - 점수 보장 제도: 700점 목표 미달성 시 1년 무료 재수강 기회 부여

   - 우수 수강생 장학생선발: 장학금 지급    ※ 최신 교재 및 모의토익 무료 제공(매학기 무료 제공)

  ◦ 국제교육원 어학프로그램

   
   - 재학생에 대한 특전: 수강료 할인 

   - 홈페이지: https://iile.kongju.ac.kr(온라인수강신청)

   - 문의처: 국제교육원 공주캠퍼스 ☎ 041) 850-8867~9 국제교육원 213호-농협2층
                        예산캠퍼스 ☎ 041) 330-1171 산업과학관 721호
                        천안캠퍼스 ☎ 041) 521-9455 제2공학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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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계약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비고

재직기간 10개월 이상 재직자 6개월 이상 재직자
신규 입직자

(1년 5개월 이내) 
입학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재직자
- -

거리
충남, 대전광역시 소재 또는 

대학과 직선거리 거리가 
50Km 이내

-

모집단위별

• 학사과정 

• 학사과정
- 신입과정: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신입과정: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편입과정: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석사과정: 4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자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 자로서 소속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6. 산업체 재직자 정규학위 취득과정 
※ 산업체 재직자 정규학위 취득과정은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과는 별도로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학과 제도

 ◦ 계약학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목표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제도 

     ※ 필요한 경비(등록금)는 산업체(50% 이상)와 재직자(50% 이하) 부담

 ◦ 중소기업 계약학과

   - 대학-산업체-학생 3자 계약 체결을 기반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운영되며, 등록금의 일부를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학과

     ※ 학사과정: 85%, 석사과정: 65%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 기업과 대학에서 현장훈련 및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학-기업 3자

간 공동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며, 훈련비용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학과

     ※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 한함       

2) 계약학과 모집유형

 ◦ 재교육형: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등록금의 50% 

이상 부담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지원 자격 

    ※ 산업체 대표자(고용보험 사업주)는 입학 불가(단,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제외)

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학과 학생 수가 15명 이상 등록을 할 경우 개설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지원기관이 있는 계약학과(중소기업·일학습병행)의 경우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의함

5) 원서접수일정

    - 일반·중소기업·일학습병행 계약학과: 2022년 1월 예정

       ※ 단, 기한 내 교육의뢰서를 제출한 산업체 재직자만 지원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계약학과 사무실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2021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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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수업운영 수업장소

학사과정
신입 8학기 120학점 주말 1일(토요일)

천안캠퍼스편입 4학기 60학점 주말 1일(토요일)

석사과정 4학기 24학점 주중 야간 및 주말

구분 계약학과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전화 (041) 521-9661~7 (041) 521-9692~4, 9754, 9685~9686

팩스 (041) 521-9668 (041) 521-9668

E-mail hak701@kongju.ac.kr 207590@kongju.ac.kr

홈페이지 https://pro.kongju.ac.kr https://dual.kongju.ac.kr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부대동)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9공학관 303호

6) 계약학과 혜택

    ◦ 국립대학으로 사립대학 등록금의 절반 수준

   

구분
지원 및 부담률(%)

비고
국가지원 산업체 재직자(학생)

일반 계약학과 - 50% 이상 50% 이하

중소기업 계약학과(학사) 85% 7.5% 이상 7.5%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중견기업의 경우 비율 상이)중소기업 계약학과(석사) 65% 17.5% 이상 17.5% 이하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약 80% 10% 내외 10% 내외 고용노동부 지원

     ◦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주 1회 주말(토요일) 수강으로 정규 학위 취득 

        ※ 석사과정의 경우 평일야간 및 주말(토요일) 수강

     ◦ 산업체 부담금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환급 지원(단, 중소기업·일학습병행 계약학과 제외)

    ◦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등록금은 관련기관의 지원금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7) 학사관리 및 운영

     ◦ 입학전형 이후의 학사관리는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수업장소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7. 기타(학생 무료 등교버스 안내)

 ▢ 학생 무료 등교버스 운행지역 
   ◦ 유성(시외버스터미널 근처) → 세종(첫마을 7단지 버스승강장) → 공주캠퍼스 

   ◦ 천안캠퍼스 → 천안(두정역, 천안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고속도로 경유 → 공주캠퍼스

   ◦ 청주(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 세종(세종정부청사 북측 시내버스승강장) →공주캠퍼스

   ◦ 대전(복합터미널 근처) → 천안캠퍼스 

      ※ 운행 지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운행노선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 상단 대학생활 메뉴 중 학생복지 무료버스 참고
   ◦ 무료 등교버스 운영 안내: https://www.kongju.ac.kr/kor/85/bus/1/main

      ☎ 문의: 학생복지과 (041) 85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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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입학원서[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수험번호 ※      

①지원전형
  유형

정원 내   □ 학생부종합(일반전형)         □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정원 외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학생부종합(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②

지

원

자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

③사 진

(3cm×4cm ) 출신고교      년   월            고등학교(졸업예정)
                                    (졸   업)

출신고교
코드번호
(10자리)

출신고교 전화번호   (    )       - 

④
지원
사항

            대학                    학  부
                            학  과   

모집단위
코    드 □□□

 ⑤ 학생부 자료 온라인 활용 동의 여부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만 기입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능 성적 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⑥ 전형료   
반환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이나 보호자):

⑦ 학생생활관(기숙사)입실 신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dormi.kongju.ac.kr)에 추후 
공지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처: 041-850-0400)

⑧ 전형기간 중
연락처

 우편번호 (         )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⑨ 추가연락처 1

⑩ 추가연락처 2

   ⑪
유의사항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전
형
료

⑫

인터넷 수납

접
수
자

Ⅺ  부록(각종서식, 전형결과, 연락처)

1. 각종서식

 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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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입학원서

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입학원서[수시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
수험번호  ※      

①지원전형
  유형 정원 내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실기/실적(일반전형)_게임디자인학과            □ 실기/실적(일반전형)_가구리빙디자인학과  
 □ 실기/실적(일반전형)_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 실기/실적(일반전형)_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 실기/실적(일반전형)_만화애니메이션학부        □ 실기/실적(일반전형)_무용학과
 □ 실기/실적(일반전형)_영상학과 

 □ 실기/실적(특기자전형)_체육교육과               □ 실기/실적(특기자전형)_생활체육지도학과

②

지

원

자

성   명(한글)   성 별 남 · 여
주민
등록
번호

-
③사 진

(3cm×4cm ) 출신
고교

     년    월            고등학교(졸업예정)
                                     (졸   업)

출신고교
코드번호
(10자리)

       출신고교 전화번호   (    )       - 
④

지원
사항

  대학                     학  부
                           학  과

모집단위
코    드 □□□

⑤
추가
사항

실

기

종

목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음악교육과
1. 성악  2. 피아노  3. 작곡
4. 관∙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5. 국악(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실기/실적
(일반전형)

게임디자인학과 발상과 표현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   2. 발상과 표현  3. 사고의 전환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   2. 발상과 표현  3. 사고의 전환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   2. 발상과 표현  3. 사고의 전환

만화애니메이션학부 1. 인물 수채화  2. 상황 표현    3. 칸만화

무용학과 1. 한국무용     2. 현대무용     3. 발레     4. 사회무용

영상학과 1. 고사 당일 영화 시나리오나 광고콘티 중 택1

실기/실적
(특기자전형)

체육교육과 
1. 배드민턴(여)  2. 탁구(여)      3. 소프트테니스(남)   4. 기계체조(남) 
5. 육상 

생활체육지도학과 골프(여)

  ⑥ 학생부 자료 온라인 활용 동의 여부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만 기입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능 성적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⑦ 전형료 
   반환 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이나 보호자):

⑧ 학생생활관(기숙사)입실 신청은 학생생활관 홈
페이지(https://dormi.kongju.ac.kr)에 추후 공지
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처: 041-850-0400)

⑨ 전형기간 
중

연락처

 우편번호 (          )
 주    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⑩ 추가연락처 1

⑪ 추가연락처 2

   ⑫
유의
사항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전
형
료

⑬

인터넷 수납

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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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 지원자 학생부 대체 서류 양식 

  【(검정고시합격자, 외국 고교 및 국내 외국 교육기관 졸업(예정)자】

지원자
정보

전 형 명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학력정보

 ☐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지역 합격일   년     월     일

 ☐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1.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졸업(예정)일   년     월     일
학 교 명

2.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전 출 일   년     월     일
학 교 명

3.
소 재 국 가
입 학 일     년     월     일 전 출 일   년     월     일
학 교 명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대학이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4.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
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 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전국창의수학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TofT),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 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KBSO),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KJSO),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국제뇌과학올림피아드(IBB),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JSO)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국제영어대회(IET),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GLEC), 국제영어논술대회(IEEC), 영어글쓰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불합격) 처리
    ⦁‘교외 수상실적’ 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6.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
자인) 출원이나 등록, 해외활동실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
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2021년  월   일
   지원자:                      (인)

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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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양식>

연번 테마 활동명
활동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 (발행)기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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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 작성방법>

 1. 활동기간 

   - 검정고시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고등학교 재학 기

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2. 작성내용: 각 연번에 테마 활동명과 세부활동(2개 이내) 작성

    ※ 테마 활동명: 봉사, 동아리, 진로, 독서 등   

 3. 작성범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4. 작성규정: A4용지 단면 기준 1 페이지 이내 제출 (축소/양면 복사 금지), 

   - 본 양식(p.84) 필수 활용

   - 글자크기: 11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0

   - 표 양식 변경 금지

   ※ 1페이지 초과 시 불합격 처리함

연번 테마 활동명
활동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 (발행)기관

예시 독서

2020년 3월 1일∼
2020년 3월 14일

「책벌레와 메모광」, 『문학
동네』 지은이: 정민,  

공주시 도서관

2020년 5월 15일∼
2020년 5월 30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지은이: 신영복

공주 기적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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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2학년도 수시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지원사항 단과대학 모집단위(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연 락 처

 주소: 

 전화:                            휴대폰:

교사확인 성    명  연 락 처

농어촌학생전형 
유형 선택

 □농어촌 소재 초·중·고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농어촌 소재 중·고 6년 교육과정 이수자

재 학 사 항
(확인 필요 

학교 모두 기재)

학 교 명 학 교 소 재 지 입학 졸업(예정)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년   월 

 도(시)       시(군)       읍(면)        년   월         년   월 

  귀 대학교의 농어촌학생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9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 작성 시 칸이 부족할 경우 위 서식에 칸을 추가하여 작성(‘한글’ 편집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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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도별 학생부성적 반영방법 비교(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에만 해당)

구분 2019학년도~2021학년도 2022학년도

반영교과

전 교과 전 과목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된 경우 9등급제로 표기된 
과목의 성적만 반영)
※ 과목별 석차등급이 9등급제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의 학

생부 반영방법은 본 모집요강의 학생부성적 반영방법에
서 확인하기 바람

좌동

학년별 

반영비율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3학년 1학기까지 교과성적 반
영), 교과 이수단위 수 미적용

학년별 반영비율 없음(3학년 1학기까지 교과성적 반영),
※ 교과 이수단위 수 적용

교과성적 

산출방법

과목별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8 7 6 5 4 3 2 1 0

검정고시 
전교과목 

평균

100
~ 98

97.99
~95

94.99
~90

89.99
~ 85

84.99
~80

79.99
~ 70

69.99
~60

교과성적 
등급

2 3 4 5 6 7 8

변환점수 7 6 5 4 3 2 1

￭ 교과성적: 900점 만점(기본점수 500점)
￭ 변환점수표

￭ 변환점수 평균=이수 교과목 변환점수의 합÷이수과목 수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과성적 =변환점수 평균 × 50+500점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전교과목 

평균
100

99.99
~95

94.99
~90

89.99
~ 85

84.99
~80

79.99
~ 70

69.99
~60

교과성적 
등급

2 3 4 5 6 7 8

변환점수 7 6 5 4 3 2 1

￭ 교과성적: 좌동
￭ 변환점수표: 좌동

￭ 변환점수 평균=∑(과목별 변환점수×이수단위)÷반영한 
이수단위 합계(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교과성적 = 좌동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출결성적
산출방법

결석
일수

0~3일 4~6일 7~15일 16~30일 31일 이상

등급 1 2 3 4 5

점수 100 97 94 91 88

검정고시 
전교과목 평균

100 ~
95

94.99 ~
85

84.99 ~
70

69.99 ~
60

출결성적 등급 2 3 4 5

출결성적 97 94 91 88

￭ 출결성적: 100점 만점(기본점수 88점)
￭ 반영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

황을 반영함

 
￭ 점수산출: 결석일수에 의해 등급별로 산출

 ※ 미인정(무단) 지각, 미인정(무단) 조퇴, 미인정(무단)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함

￭ 결석일수별 출결성적 점수표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전교과목 평균 100 99.99 ~

90
89.99 ~

80
79.99 ~

60

출결성적 등급 2 3 4 5

출결성적 97 94 91 88

￭ 출결성적: 좌동
￭ 반영방법: 좌동

￭ 점수산출: 좌동

￭ 결석일수별 출결성적 점수표: 좌동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 위 표는 최근 3년간의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전형의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을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자세한 학생부 

반영 방법은 본 모집요강에서 확인하기 바람

※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여 내신 등급 컷이 없으므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교

과성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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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결과 학생부등급
(전교과평균등급)

※ 아래에 제시한 최근 3년간 최종합격자 학생부 전교과 평균 등급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 의거하
여 계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p.67을 확인하기 바람   

최종합격자

전형명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최종
등록
인원

후보
부여
인원

50%
컷

70%
컷

교과_일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21 10 11 11.2 41 11 61 2.3 2.3

교과_일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20 8 13 7.2 18 13 19 2.4 2.7

교과_일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19 8 15 6.7 18 12 19 2.0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2021 12 11 5.2 17 11 26 3.1 3.2

교과_일반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2020 11 10 6.9 8 10 26 2.5 2.6

교과_일반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2019 11 10 11.6 3 10 33 2.6 2.7

교과_일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021 10 15 9.2 45 14 80 2.4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020 8 16 8.9 12 16 17 2.4 2.6

교과_일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019 8 17 5.6 10 15 10 2.3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021 10 4 11.3 7 5 23 2.1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020 9 7 8.0 9 7 18 2.2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019 9 8 5.9 9 7 11 2.4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교육학과 2021 10 4 10.0 11 4 12 3.4 3.8

교과_일반 사범대학 교육학과 2020 9 5 8.4 8 4 12 2.3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교육학과 2019 9 6 7.0 6 6 10 2.5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상업정보교육과 2021 12 7 7.3 9 7 20 2.8 2.8

교과_일반 사범대학 상업정보교육과 2020 11 9 6.0 4 9 13 2.9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상업정보교육과 2019 11 7 7.7 13 7 15 3.1 3.2

교과_일반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2021 12 10 7.1 24 10 39 2.2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2020 11 11 9.1 20 11 55 2.0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2019 11 10 9.3 16 8 43 1.9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21 12 24 5.6 48 24 68 2.7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20 11 24 4.5 20 18 20 2.7 2.8

교과_일반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2019 11 23 4.7 10 23 23 2.4 2.6

교과_일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021 10 5 13.8 8 5 23 1.8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020 9 8 7.1 12 8 12 2.1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019 9 8 11.4 11 8 31 2.0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2021 10 5 13.8 13 5 35 2.3 2.3

교과_일반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2020 9 8 6.5 13 7 13 2.2 2.7

교과_일반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2019 9 7 7.7 6 6 15 2.0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021 10 6 20.7 29 5 75 2.5 2.6

교과_일반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020 9 9 10.1 18 9 21 2.8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019 9 8 6.1 4 6 4 3.0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2021 12 12 5.2 24 12 28 2.9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2020 11 13 7.9 10 13 38 2.2 2.3

교과_일반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2019 11 16 4.5 16 16 20 2.4 2.6

교과_일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021 10 11 14.5 16 11 49 2.2 2.3

교과_일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020 8 16 5.7 0 6 0 2.7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019 8 15 5.0 0 6 0 2.3 2.3

교과_일반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2021 10 5 10.6 11 5 23 2.3 2.6

교과_일반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2020 9 8 7.3 9 7 10 2.8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2019 9 7 4.9 12 6 12 2.6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2021 10 4 16.5 5 3 34 2.0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2020 9 7 9.4 15 7 17 2.8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2019 9 8 8.5 9 7 15 2.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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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결과 학생부등급
(전교과평균등급)

※ 아래에 제시한 최근 3년간 최종합격자 학생부 전교과 평균 등급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 의거하
여 계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p.67을 확인하기 바람   

최종합격자

전형명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최종
등록
인원

후보
부여
인원

50%
컷

70%
컷

교과_일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2021 10 5 9.8 16 4 25 1.8 1.8

교과_일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2020 9 8 7.0 12 8 13 2.0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2019 9 7 5.0 0 　 0 - -

교과_일반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2021 10 5 15.6 17 5 34 2.5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2020 9 8 9.0 10 8 11 2.7 2.8

교과_일반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2019 9 7 7.3 7 7 9 2.2 2.3

교과_일반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2021 12 9 6.6 8 9 35 2.9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2020 11 8 5.3 6 6 6 2.9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2019 11 7 5.9 6 6 15 2.8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2021 12 8 6.5 13 8 28 2.8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2020 11 7 7.4 7 7 14 2.8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2019 11 8 7.0 6 8 13 2.9 2.9

교과_일반 사범대학 기술·가정교육과 2021 12 6 8.0 9 6 26 2.1 2.2

교과_일반 사범대학 기술·가정교육과 2020 11 7 5.9 8 7 14 2.2 2.5

교과_일반 사범대학 기술·가정교육과 2019 11 6 7.3 9 6 26 2.1 2.1

교과_일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2021 12 6 25.7 2 6 55 2.9 3.0

교과_일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2020 11 6 20.7 0 6 36 2.5 2.8

교과_일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2019 미선발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2021 13 15 5.3 35 13 43 3.7 3.8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2020 12 15 7.5 34 11 41 3.5 3.6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2019 12 13 12.9 31 10 60 3.7 3.8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2021 13 20 6.6 42 18 61 4.0 4.1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2020 12 18 6.3 23 18 24 3.8 4.2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2019 12 17 13.5 32 11 52 3.8 4.2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2021 13 14 5.5 27 12 27 4.2 4.6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2020 12 12 6.6 15 9 15 3.6 3.9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불어불문학과 2019 12 11 7.8 15 8 31 3.6 3.9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2021 13 14 6.9 35 11 38 4.1 4.4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2020 12 12 8.1 24 11 25 4.2 4.3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2019 12 11 7.4 12 8 15 3.9 4.1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2021 13 13 6.5 31 12 38 3.5 3.7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2020 12 11 13.5 27 10 59 3.2 3.4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2019 12 10 6.3 19 8 19 4.7 4.8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21 13 14 13.2 33 13 72 4.2 4.3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20 12 12 7.0 21 12 21 4.7 4.9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19 12 11 7.0 14 7 17 4.0 4.1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2021 13 32 7.5 108 27 132 3.7 3.8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2020 12 28 8.0 74 21 85 3.8 3.9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2019 12 28 9.1 42 22 85 3.7 3.8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021 13 16 10.6 78 15 102 3.4 3.6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020 12 17 6.7 34 15 41 3.3 3.5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2019 12 17 8.2 31 13 55 3.4 3.4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2021 13 23 8.5 52 22 79 3.7 4.0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경영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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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결과 학생부등급
(전교과평균등급)

※ 아래에 제시한 최근 3년간 최종합격자 학생부 전교과 평균 등급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 의거하
여 계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p.67을 확인하기 바람   

최종합격자

전형명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최종
등록
인원

후보
부여
인원

50%
컷

70%
컷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021 13 22 5.6 48 20 57 4.3 4.5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021 13 20 11.2 54 18 133 3.3 3.4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020 12 16 7.0 52 12 52 3.7 4.0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019 12 16 6.4 34 9 40 3.1 3.2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021 13 18 6.6 41 16 57 3.6 3.7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020 12 15 7.5 27 11 35 3.4 3.6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019 12 15 11.5 26 14 54 3.5 3.6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21 13 18 7.2 15 16 59 3.0 3.1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20 12 15 10.4 34 13 72 3.3 3.4

교과_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19 12 15 7.4 31 13 31 3.4 3.7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021 14 24 3.5 30 20 30 4.8 5.1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020 14 21 4.4 35 15 35 4.6 4.8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정보물리학과 2019 14 19 5.6 25 18 44 4.3 4.4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과 2021 14 22 4.9 47 21 55 4.0 4.3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과 2020 14 19 4.6 47 15 47 3.9 4.1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과 2019 14 18 5.2 36 15 52 3.5 3.6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021 14 22 5.2 54 20 76 3.5 3.6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020 14 19 8.2 40 17 94 3.6 3.7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019 14 18 3.8 26 14 26 3.8 4.9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021 14 13 10.8 58 12 96 3.6 3.7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020 14 15 5.8 35 12 52 3.8 3.9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019 14 20 6.8 35 17 75 3.2 3.4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2021 14 20 4.7 36 20 41 4.0 4.2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2020 14 17 6.1 26 13 51 3.9 4.1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2019 14 17 5.4 34 17 42 4.2 4.4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 2021 14 14 4.1 22 12 30 3.9 4.3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 2020 14 11 5.9 27 10 37 3.7 4.3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 2019 14 11 6.5 21 8 40 3.0 3.1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2021 14 5 4.2 10 5 10 3.5 4.3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2020 14 2 12.5 3 2 14 3.1 3.2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2019 14 2 10.0 2 2 10 3.1 3.1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의류상품학과 2021 14 7 10.0 8 6 32 3.7 3.8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의류상품학과 2020 14 7 9.0 15 7 28 3.9 4.0

교과_일반 자연과학대학 의류상품학과 2019 14 9 8.3 14 6 33 3.9 4.1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2021 12 26 7.0 46 23 87 2.7 2.8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2020 11 21 6.4 26 19 37 2.7 2.8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2019 11 34 6.5 50 26 76 2.6 2.6

교과_지역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2021 12 14 12.9 35 13 119 2.9 3.0

교과_지역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2020 11 14 5.6 16 13 20 3.4 3.7

교과_지역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2019 미선발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2021 14 20 8.0 54 18 83 3.7 3.8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2020 13 17 7.1 30 17 44 3.7 3.8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2019 13 17 4.9 17 9 17 3.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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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결과 학생부등급
(전교과평균등급)

※ 아래에 제시한 최근 3년간 최종합격자 학생부 전교과 평균 등급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 의거하
여 계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p.67을 확인하기 바람   

최종합격자

전형명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최종
등록
인원

후보
부여
인원

50%
컷

70%
컷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2021 14 13 8.0 16 12 54 3.3 3.4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2020 13 12 10.1 23 12 43 3.4 3.5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2019 13 12 8.5 18 11 31 3.4 3.5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의료정보학과 2021 14 17 6.8 24 14 62 3.9 4.0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의료정보학과 2020 13 15 4.9 16 13 16 4.1 4.3

교과_일반 간호보건대학 의료정보학과 2019 13 13 5.9 14 12 21 3.8 3.9

교과_일반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2021 14 8 7.6 17 8 21 4.0 4.5

교과_일반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2020 14 6 11.7 9 5 36 3.1 3.2

교과_일반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2019 14 7 17.4 15 6 55 3.2 3.3

교과_일반 예술대학 영상학과 2021 14 9 12.9 18 9 74 3.2 3.3

교과_일반 예술대학 영상학과 2020 14 15 9.7 20 14 71 3.2 3.2

교과_일반 예술대학 영상학과 2019 14 15 5.1 15 14 28 3.5 3.8

교과_일반 본부소속 국제학부 2021 13 15 3.5 8 15 8 4.8 5.1

교과_일반 본부소속 국제학부 2020 미선발

교과_일반 본부소속 국제학부 2019 미선발

교과_일반 본부소속 인공지능학부 2021 14 18 4.0 21 18 29 4.0 4.3

교과_일반 본부소속 인공지능학부 2020 학과 신설(2021학년도)

교과_일반 본부소속 인공지능학부 2019 학과 신설(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2021 14 114 5.4 233 104 293 4.1 4.3

교과_일반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2020 14 105 4.6 146 98 208 3.9 4.1

교과_일반 공과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2019 14 96 6.1 135 80 287 3.8 3.9

교과_일반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 2021 14 38 4.0 51 37 51 4.2 4.5

교과_일반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 2020 14 34 6.2 51 29 97 3.9 4.1

교과_일반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부 2019 14 32 8.9 53 27 127 4.0 4.1

교과_일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021 14 64 6.2 136 58 224 3.7 3.8

교과_일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020 14 56 5.3 92 47 139 3.6 3.8

교과_일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2019 14 54 7.2 80 41 190 3.5 3.5

교과_일반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2021 14 99 5.2 187 93 233 4.3 4.4

교과_일반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2020 14 114 4.6 157 104 207 4.0 4.2

교과_일반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2019 14 105 5.3 118 86 216 3.9 4.0

교과_일반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2021 14 23 3.6 14 23 20 4.8 5.1

교과_일반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과 2021 14 31 3.5 34 23 34 4.7 4.8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2021 14 17 3.6 18 11 18 4.7 4.9

교과_일반 공과대학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2021 14 9 9.4 23 8 55 3.3 3.5

교과_일반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2020 14 9 10.1 18 7 41 3.5 3.6

교과_일반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2019 14 18 7.0 21 16 66 3.4 3.5

교과_일반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2021 14 17 8.4 56 17 72 4.1 4.2

교과_일반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2020 14 19 6.5 34 17 53 4.1 4.1

교과_일반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2019 14 18 5.8 22 14 37 3.8 3.9



- 92 -

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결과 학생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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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제시한 최근 3년간 최종합격자 학생부 전교과 평균 등급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 의거하
여 계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p.67을 확인하기 바람   

최종합격자

전형명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최종
등록
인원

후보
부여
인원

50%
컷

70%
컷

교과_일반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2021 14 47 3.9 96 42 104 3.4 3.6

교과_일반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2020 14 41 4.2 63 37 84 3.2 3.4

교과_일반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2019 14 39 4.6 58 29 95 3.0 3.1

교과_일반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2021 14 50 4.4 119 42 119 3.9 4.3

교과_일반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2020 14 43 5.3 87 34 131 3.7 3.8

교과_일반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2019 14 42 5.2 68 31 109 3.7 3.8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산업디자인공학부 2021 14 26 7.2 40 23 69 4.1 4.2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산업디자인공학부 2020 14 21 5.3 30 20 37 4.4 4.5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산업디자인공학부 2019 14 21 6.6 26 17 53 4.1 4.2

교과_일반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2021 14 22 3.8 42 22 45 4.2 4.5

교과_일반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2020 14 18 8.7 33 16 68 3.8 3.9

교과_일반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2019 14 18 4.7 31 18 31 4.0 5.2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2021 14 20 3.8 24 12 24 4.4 4.7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2020 14 17 8.4 33 12 66 4.2 4.4

교과_일반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2019 14 15 5.3 15 14 27 4.2 4.3

교과_일반 공과대학 광공학과 2021 14 19 3.7 21 17 27 4.7 5.1

교과_일반 공과대학 광공학과 2020 14 16 4.8 9 15 29 4.3 4.4

교과_일반 공과대학 광공학과 2019 14 15 9.0 16 13 66 4.2 4.2

교과_일반 공과대학 금형설계공학과 2021 14 12 11.4 12 10 46 4.5 4.8

교과_일반 공과대학 금형설계공학과 2020 14 10 4.9 8 10 9 5.2 5.4

교과_일반 공과대학 금형설계공학과 2019 14 9 15.6 3 6 55 4.2 4.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2021 16 12 4.8 14 11 28 4.6 4.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부동산학과 2021 16 12 4.1 16 9 19 4.7 5.0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부동산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부동산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산업유통학과 2021 16 10 3.9 22 6 22 4.8 4.9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산업유통학과 2020 15 8 8.6 5 5 23 4.2 4.3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산업유통학과 2019 15 8 10.1 7 8 17 4.7 4.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2021 16 19 5.9 47 17 70 4.4 4.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2020 17 17 4.2 43 12 43 4.7 5.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2019 17 17 6.0 30 11 72 3.8 3.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2021 16 21 4.3 34 19 34 4.6 4.9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2020 15 19 4.8 25 17 35 4.5 4.6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2019 15 19 8.1 33 12 72 4.3 4.4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2021 16 20 6.6 53 17 82 4.1 4.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2020 15 18 6.2 39 16 54 4.1 4.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2019 15 18 8.9 41 10 81 3.8 3.9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2021 16 17 2.8 14 9 14 5.7 6.0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공학과 2021 16 17 4.1 28 11 28 4.8 5.5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공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스마트팜공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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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및 실기/실적전형 결과 학생부등급
(전교과평균등급)

※ 아래에 제시한 최근 3년간 최종합격자 학생부 전교과 평균 등급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에 의거하
여 계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p.67을 확인하기 바람   

최종합격자

전형명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집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인원

최종
등록
인원

후보
부여
인원

50%
컷

70%
컷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산림과학과 2021 16 21 4.9 45 17 52 4.4 4.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산림과학과 2020 15 18 5.9 27 15 59 4.2 4.3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산림과학과 2019 15 18 5.9 24 17 44 4.4 4.4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조경학과 2021 16 15 4.9 27 13 35 4.5 4.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조경학과 2020 17 12 5.3 23 10 32 4.2 4.5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조경학과 2019 17 9 9.9 18 7 57 4.1 4.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021 16 17 7.9 39 15 84 4.1 4.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외식상품학과 2021 16 13 2.9 9 9 9 5.6 5.6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외식상품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외식상품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2021 16 16 6.2 43 15 63 3.9 4.0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2020 15 12 5.7 24 9 32 4.1 4.2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2019 15 10 13.1 26 5 75 3.9 3.9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특수동물학과 2021 16 9 11.8 11 9 73 2.7 2.8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특수동물학과 2020 15 7 10.7 19 7 37 3.2 3.3

교과_일반 산업과학대학 특수동물학과 2019 15 5 17.2 2 4 49 2.5 2.5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2021 없음 12 9.3 12 12 95 4.8 5.1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2020 없음 12 9.4 3 12 96 5.5 5.7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게임디자인학과 2019 없음 12 21.1 5 12 223 5.3 5.7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가구리빙디자인학과 2021 없음 16 11.3 27 16 164 5.1 5.6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가구리빙디자인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가구리빙디자인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학과 2021 없음 15 5.9 18 15 72 5.1 5.6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주얼리디자인학과 2021 없음 15 6.7 14 15 84 5.7 6.0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주얼리디자인학과 2020 학과 분리(2021학년도)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주얼리디자인학과 2019 학과 분리(2021학년도)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2021 없음 25 40.1 32 24 952 4.4 4.7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2020 없음 23 30.9 25 23 657 4.7 4.9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2019 없음 23 21.5 14 22 454 4.6 4.9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무용학과 2021 없음 20 2.5 15 18 22 6.4 7.1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무용학과 2020 없음 15 3.7 11 14 30 6.0 6.4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무용학과 2019 미선발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영상학과 2021 없음 9 7.9 3 8 59 5.4 5.5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영상학과 2020 미선발

실기/실적_일반 예술대학 영상학과 2019 미선발

실기/실적_특기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1 없음 8 1.8 0 8 1 5.9 7.9

실기/실적_특기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0 없음 8 2.3 0 8 6 5.0 5.0

실기/실적_특기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19 없음 8 2.9 0 7 8 7.9 8.4

실기/실적_특기자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2021 없음 4 1.0 0 4 0 7.3 7.6

실기/실적_특기자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2020 없음 5 3.2 2 3 4 8.0 8.1

실기/실적_특기자 자연과학대학 생활체육지도학과 2019 없음 6 0.8 0 2 1 8.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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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단과대 모집학과명 & 내선번호

공주

캠퍼스

(850)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교육학과

8170 8180 8190 8220 8195

상업정보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 특수교육과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8255 8250 8210 8230 8235

지리교육과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8240 8960 8260 8270 8280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환경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기술·가정교육과

8290 8295 8810 8820 8300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8336 8320 8310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8360 8380 8370 8375 8420

지리학과 경제통상학부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영어통역
융복합학과

8425
경제학 8440
국제통상학 8390

8430 8670 8970

행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8465 8445 8460

자연

과학

대학

데이터정보물리학과 응용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8480 8560 8490 8505 8510

대기과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의류상품학과 생활체육지도학과

8530 8540 8301 8550

간호
보건
대학

간호학과 보건행정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료정보학과

0300 0320 0330 0340

예술

대학

게임디자인학과 가구리빙디자인학과
도자문화융합

디자인학과

주얼리·금속디자인

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

0350 0360 0370 0380 0390

무용학과 영상학과

8340 0561

본부
국제학부

0810

3. 연락처

1) 전화 문의처
 ◦ 입학상담 및 입학관련 문의: 041-850-0111
 ◦ 등 록 금: 041-850-8092
 ◦ 장 학 금: 041-850-8048
 ◦ 통학버스: 041-850-8034

2) 학과 사무실(교육과정, 취업, 진로 등 문의)
 ◦ 공주캠퍼스(예: 국어교육과 041-850-8170)

 ◦ 천안캠퍼스(예: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기공학 041-521-9142)

 ◦ 예산캠퍼스(예: 지역사회개발학과 041-330-1380)



- 95 -

캠퍼스 단과대 모집학과명 & 내선번호

천안

캠퍼스

(521)

공과

대학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기공학 9142
제어계측공학 9143
전자공학 9144
나노정보공학 9145

9194 9193 9217 9216

기계자동차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사회환경공학과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기계공학 9241
기계설계공학 9242
기계시스템공학 9244

9243 9299 9298 9328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산업디자인공학부 환경공학과

9327 9351~9352
나노재료공학 9371
금속재료공학 9372
고분자공학 9373

제품디자인 9404
시각정보디자인 9405

9420

산업시스템공학과 광공학과 금형설계공학과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9430 9440 9245 9903

본부
인공지능학부

9770

예산

캠퍼스

(330)

산업

과학

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부동산학과 산업유통학과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1380 1400 1420 1200 1220

동물자원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산림과학과 조경학과

1240 1260 1280 1300 1440

식품영양학과 외식상품학과 식품공학과 특수동물학과 스마트수산자원학과

1460 1500 1480 1520 1240

캠퍼스 생활관명 전화번호 FAX

공주캠퍼스

은행사 (041) 850-8724

(041) 850-8720해오름집 (041) 850-8732

홍익사 (041) 850-8723

비전하우스 (041) 850-0400 (041) 850-0404

드림하우스(BTL) (041) 850-8982 (041) 850-8983

예산캠퍼스 금오사, 예지사(BTL) (041) 332-5809 (041) 331-1750

천안캠퍼스
용주학사, 챌린지하우스

도솔학사(BTL)
(041) 521-9707 (041) 562-7079

 
3) 학생생활관

4) 산업체 재직자 정규 학위 취득과정(계약학과) (041) 521-9661~7

5) 일학습병행 계약학과 (041) 521-9692~4, 9754, 9685~9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