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안)

※ 본 대학입학전형계획(안)은 대학교육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 되었습니다(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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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형유형 모집인원

수시

정원 내

학생부 중심(종합)

네오르네상스 900

고른기회
고른기회Ⅰ 150

고른기회Ⅱ 70

지역균형 210

학교생활충실자 320

논술 중심 논술우수자 1,040

실기 중심 실기우수자

문학(시, 소설) 4

조리 12

음악
성악

남 5

여 5

기악 피아노 8

미술

한국화 6

회 화 7

조 소 5

무용

한국무용 6

현대무용 3

발  레 3

디자인 61

도예 10

음악 20

연기 10

체육 122

정원 외

학생부 중심(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120

재외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98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60

정시

정원 내
수능/실기 중심 [가]군 일반 951

수능/실기 중심 [나]군 일반 995

정원 외 학생부 중심(종합) [가]/[나]군

농어촌학생 120

사회배려대상자 82

특성화고교출신자 70

특수교육대상자 20

총 합 계(정원 내) 4,923

총 합 계(정원 외 포함) 5,493

주 요 사 항

1. 모집 계획 인원

※ 상기 모집인원은 본교 편제개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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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사회 과학

인문·사회 - ○ ○ - ○ ○ -

자연 ○ - - ○ ○ - ○

예·체능 ○ (택 1) - - ○ - -

계 열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

인문·사회
자율전공학과, 문과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지리학과(인문), 간호학과(인문), 한의예과(인문), 외국어대학, 건축학과(인문)

자연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 지리학과(자연),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공과대학 [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체능 체육대학

계열/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인문·사회
[한의예과(인문) 제외]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2개 영역이 각각 2등급 이내

한의예과(인문)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

자연
[의학계열 모집단위 제외]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자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

예·체능 국어A/B, 영어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 각 계열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수능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회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가. 각 계열별 또는 모집단위별 최저학력기준은 2014년 11월에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나. 최저학력기준으로 인정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다. 계열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라. 최저학력기준 충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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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A B A B 사회 과학

인  문 - 30 25 - 30 15 -

사  회 - 20 35 - 30 15 -

자  연 20 - - 35 25 - 20

예·체능 50 (택 1) - - 50 - -

*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회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예·체능계열 지원자 중 국어B형 응시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계  열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인  문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간호학과(인문), 외국어대학, 건축학과(인문)

사  회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인문), 한의예과(인문), 국제대학

자  연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 지리학과(자연),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공과대학 [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체능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3. 정시모집 수능 반영 방법

가. 영역별 반영 비율(%)

나. 계열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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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학생부 
중심

(종합)

네오르네상스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1~4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리더십·봉사인재 : 리더십, 선행, 봉사, 모범, 공로, 효행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자.

2. 국제화인재 : 세계시민의식과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봉사와 인류평

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세계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3. 과학인재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과학 

분야의 실용적 전문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4. 문화인재 : 문화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인간, 자연, 사회를 성찰하고 

조망하는 문화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100% (모집인원의 300% 내외)

 2단계 : 1단계 성적 70% + 인성면접 30%

모집인원  900명

고른기회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유형 1>

아래의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2)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유형 2>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초
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 지원자격 강화 예고 》

2016학년도 : <유형 1> “중학교 입학부터”로 지원자격 강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

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른기회Ⅰ】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저소득층 : 아래의 가~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제2호의 ‘수급자’ 또는 자녀. 

나.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구성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

구 구성원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계층 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녀. 

3. 농어촌학생(서해 5도 포함)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

형1>과 <유형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장 계속)

수 시 모 집



- 5 -

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학생부 
중심

(종합)

고른기회

지원자격

【 고른기회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의사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다가 사

망하거나 부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2.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전역자 및 퇴직자 제외). 

3.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4. 다문화가족의 자녀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5.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고등학교 입학부터 원서접수 마감일(졸업자는 졸

업일)까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호 1항~5항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

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6.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7. 조손가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8. 장애인부모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등급인 자의 자녀.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

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100% (모집인원의 300% 내외)

 2단계 : 1단계 성적 70% + 인성면접 30%

모집인원
 고른기회Ⅰ : 150명

 고른기회Ⅱ : 70명

지역균형

지원자격

 국내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비교과활동을 충실히 이수하여 학교

장이 지정 기간 내에 추천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추천인원 : 고교별 2명[인문계 1명/자연계 1명].

※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의지가 강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특

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방송통신고등

학교,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및 일

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학생부 교과 성적 7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30%

모집인원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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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학생부 
중심

(종합)
학교생활충실자

지원자격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

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3개 학기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특

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방송통신고등

학교,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및 일

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학생부 교과 성적 7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30%

모집인원  320명

논술

중심
논술우수자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제외).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계열 최저학력기준

인문·사회
[한의예과(인문) 제외]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2개 영역 이상이 각각 2등급 이내

한의예과(인문)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

자연
[의학계열 모집단위 제외]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자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

예·체능
국어A/B, 영어를 모두 응시하고 
상위 1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최저학력기준 충족 조건

※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영역 성적을 사회탐구영

역 2과목 중 1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의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전형방법  논술 7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30%

모집인원  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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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실기
중심

실
기
우
수
자

문학

(시
·

소설)

지원자격

분야 인정 대회명

시

∘ 청소년문학상(문학사상사, 시사랑문화인협의회)
∘ 문학분야경시대회(대산재단)
∘ 만해백일장(불교청년회), 만해축전전국고교생백일장(만해사상실천선양회) 
∘ 한국문인협회 마로니에 밸일장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 백일장
∘ 한국작가회의 전국 고교생 백일장 
∘ 한국시인협회 백일장
∘ 중앙일간지(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본사 주최 전국규모 문예 백일장 
∘ 경희대학교 등 국내 4년제 대학교 주최 전국 규모 고교 문예 백일장 

소설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인정 대회에서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해당 특기분야에 개인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입상 등위 불문. 수상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 수상실적자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최종 결선이 공모전인 경우 불인정.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실적평가 8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20% 

(모집인원의 500% 내외)

 2단계 : 1단계 성적 70% + 특기재평가 30%

모집인원  4명

조리 지원자격

인정 대회명

∘ 국제기능올림픽대회(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국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 International Young Chef Challenge(IYCC)(WACS인준대회)

∘ IKA 독일 세계요리올림픽(WACS인준대회)

∘ FHA 싱가포르 국제요리대회(WACS인준대회)

∘ 세계월드컵요리대회(WACS인준대회)

∘ 시도별(특별시, 광역시, 도) 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한국
산업인력공단)

∘ 우리축산물요리경연대회(농수산홈쇼핑/(사)한국조리학회)

∘ 대한민국국제요리경연대회((사)한국조리기능인협회)

∘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SICC)((사)한국조리사중앙회)

∘ 대한민국국제빵과자경진대회((사)대한제과협회)

∘ 베이커리페어((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인정 대회나 
자격증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상등위불문, 수상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 수상실적자 제외.

1. 국제 및 국내 인정 조리대회 수상자

(다음 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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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실기
중심

실
기
우
수
자

조리

지원자격

인정 자격증

∘ 조리기능장(Master Craftsman Cook)

∘ 제과기능장(Master Craftsman Confectionary Making)

∘ 조리산업기사(한식)(Industrial Engineer Cook, Korean Food)

∘ 조리산업기사(양식)(Industrial Engineer Cook, Western food)

∘ 조리산업기사(일식)(Industrial Engineer Cook, Japanese Food)

∘ 조리산업기사(중식)(Industrial Engineer Cook, Chinese Food)

∘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Industrial Engineer Cook, Blowfish)

∘ 제과기능사(Craftsman Confectionary Making)

∘ 제빵기능사(Craftsman Breads Making)

∘ 중식조리기능사(Craftsman Cook, Chinese Food)

∘ 복어조리기능사(Craftsman Cook, Blowfish)

∘ 한식조리기능사(Craftsman Cook, Korean Food)

∘ 양식조리기능사(Craftsman Cook, Western Food)

∘ 일식조리기능사(Craftsman Cook, Japanese Food)

∘ 식품가공기능사(Craftsman Food Processing)

2. 조리 관련 인정 자격증 소지자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실적평가 8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20% 

(모집인원의 500% 내외)

 2단계 : 1단계 성적 70% + 특기재평가 30%

모집인원  Hospitality경영학부 조리·서비스경영학과 12명 (전과 불가)

음악

(피아노
·

성악)

지원자격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2013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여야 합니다.

 단, 피아노 분야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국내 피아노 분야 콩쿠르에서 개인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입상 등위 불문, 수상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 수상실적자 제외.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기초실기고사 100% (모집인원의 400% 내외)

 2단계 : 1단계 성적 20% + 종합실기고사 80%

모집인원
 기악과 피아노 8명

 성악과 남자 5명, 여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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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실기
중심

실
기
우
수
자

미술

(한국화
·

회화
·

조소)

지원자격

분야 인정 대회명
한국화 ∘ 경희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 단독 주최 미술대회

∘ 풍경화 제외
회화
조소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인정 대회에서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해당 특기분야에 개인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상 등위 불문, 수상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입학 전 수상실적자 제외.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실적평가 8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20%

(모집인원의 1,000% 내외)

 2단계 : 실기재평가 70% + 특기면접 30%

모집인원  한국화 6명, 회화 7명, 조소 5명

무용

지원자격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전공기초 실기고사 40% + 전공작품 실기고사 60%

(모집인원의 300% 내외)

 2단계 : 1단계 성적 8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20%

모집인원  한국무용 6명, 현대무용 3명, 발레 3명

디자인
·

도예

지원자격

 2013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실기고사 7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30%

모집인원
 디자인 61명

 도예 10명

음악

(Post 
Modern 
음악)

지원자격

 2010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실기고사 8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20%

모집인원
 20명

[보컬 3명, 관·현·국악기 3명, 베이스 2명, 드럼·타악기 2명, 

피아노 5명, 기타(Guitar) 1명, 실용음악작곡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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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실기
중심

실
기
우
수
자

연기

지원자격

 2010년 2월 및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1단계 : 기초실기고사 100% (모집인원의 700% 내외 선발)

 2단계 : 종합실기고사 7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30%

모집인원  10명

체육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2~3년 이

내의 기간(2012. 1~2014.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종목에 따라 경력 인정 연도

가 다름)에 권위 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거나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연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로서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여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경기실적평가 80% + 면접 10% +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10% 

모집인원  122명

학생부 
중심

(종합)

특성화고졸
재직자

(정원 외)

지원자격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4호)여야 합니다.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를 의미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70% + 인성면접 30%

모집인원  120명 [무역학과(야간) 50명, 호텔관광학과 40명, 조리학과 30명]

재외국민

(정원 외)

지원자격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인문·사회·예체능계 : 영어 60% + 국어 40%

 자연계 : 수학 60% + 국어 40%

모집인원
 재외국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98명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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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수능/
실기 
중심

[가]군 일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 지원계열별 수능 반영영역 응시자여야 합니다.

※ 예능계열 모집단위는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

당하는 세부 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모집단위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 성적

수능 실기고사

음악대학 10% 20% 70%

미술대학/무용학부 20% 20% 60%

 [수능 중심] 인문·사회·자연계 : 수능 100%

 [실기 중심] 예능계

모집인원  951명

[나]군 일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 지원계열별 수능 반영영역 응시자여야 합니다.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모집단위 수능 실기고사

산업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 의류디자인 100% -

Post Modern 음악학과 100% -

연극영화학과 [영화연출 및 제작] 70% 30%

체육학과 60% 40%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 100% -

모집단위 수능 실기고사 실적평가

디자인·도예 40% 60% -

Post Modern 음악학과 40% 60% -

연극영화학과 [연극 및 뮤지컬 연기] 40% 60% -

스포츠지도학과, 태권도학과 40% - 60%

 [수능 중심] 인문·사회·자연계 : 수능 100%

 [수능 중심] 예·체능계

 [실기 중심] 예·체능계

모집인원
 수능 중심 : 839명

 실기 중심 : 156명

정 시 모 집



- 12 -

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학생부 
중심
(종합)

[가]/
[나]군

농어촌
학생

(정원 외)

지원자격

《 지원자격 강화 예고 》

2016학년도 : <유형 1> “중학교 입학부터”로 지원자격 강화

구분 지원자격

<유형 1>

아래의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2) 국내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 

<유형 2>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국내 초
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재학한 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에 해

당해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수능 5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50%

모집인원  120명

사회
배려

대상자

(정원 외)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1~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제2호의 ‘수급자’ 또는 자녀. 

2.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구성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구성원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계층 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녀.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수능 5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50%

모집인원  82명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정원 외)

지원자격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1~2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본교가 지정한 지원 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2. 본교가 지정한 지원 가능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고교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

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마이스터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

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 불가.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수능 5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50%

모집인원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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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세부 내용

학생부 
중심
(종합)

[가]/
[나]군

특수
교육

대상자

(정원 외)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1~2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 1~6등급 해당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최저학력기준  없음

전형방법  수능 50% +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50%

모집인원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