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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우 경성, 

우리 함께!



Make a better future 

with KSU
큰 꿈을 품은 사람들이 

경성으로 향하고 있어. 

보다 편리한 세상 

보다 안전한 세상

보다 풍요로운 세상 

경성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내일은 

어제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거야.

우리 함께, 더 멋진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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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에서 
꿈꾸다, 이루다, 빛나다  
트렌드에 민감한 경성대학교는 취업과 창업 지원에서도 

국내외를 넘나들며 남다르게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산업뿐 아니라 현재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를 

누구보다도 먼저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약속합니다. 

취업 장려 프로그램
KSU 취업캠프

공기업/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취업캠프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NCS 프로그램

NCS 설명회, 특강, 직무적성검사 등을 

통해 NCS기반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용설명회·박람회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에 참여하여 기업 

정보 및 직무를 분석함으로써 채용 동향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대생 프로그램

취업전략 습득, 리더십 강화 등 여학생의 

체계적인 경력 개발과 취업을 지원하여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직무교육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조기 직무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합니다.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Sp
e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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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억원

연간

취업·창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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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5년부터 매년 

‘K-Move 스쿨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26개국 936명(해외취업 성공 803명)의 

해외취업생을 파견하며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융합컨설팅전공

건설, 환경 분야의 계획 설계 분석 및 검토, 

평가 직무 우수인재 양성

지능형차량부품설계전공

차량 부품 분야 설계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인문예술콘텐츠전공

인문예술 문화콘텐츠를 발굴, 기획, 제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스마트팜헬스케어전공

스마트팜 기반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 기획, 

문제발견 및 해결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플랫폼전공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플랫폼 활용 인재 양성

AI미디어컬처전공

미디어, 영화, 공연 산업 분야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커뮤니케이터 역량을 가진  

AI 테크니컬 아티스트 양성

EV소재부품장비전공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 현장 리더형 

엔지니어 양성

스마트신재생전력전공

스마트·에너지·전력 산업을 선도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

취업약정

복수학위 산학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채용 약정된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간 체결된 

약정

LINC 3.0 산학융합전공 운영

K-Move 스쿨 해외취업연수 

IPP장기현장실습

3~4학년 중 1학기(4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전공 15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4학년 재학 중 기업체와 취업 확정 후 

1년간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실무 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경성대는 부산의 7대 전략산업 맞춤형 산학융합전공을 취업약정*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전공은 산학혁신융합대학 

산학융합학부에 편재되어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수학생은 복수 학위가 수여됩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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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 2025. 2.)

지원

936명
   

파견    

 

(해외 인턴 포함, 2022. 3. 기준)

개국 803명
   

취업

 12 억원  
 

3 년간  

총



자기설계전공

학생 본인이 전공명, 교과과정 등의 내용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이 입학

한 학과에 맞춰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는 일반 전

공과 달리 학생 본인이 직접 전공을 만든 후 그에 

맞는 강의를 조합하여 이수합니다. 

어셈블리형 학사제도

취업에 꼭 필요한 어학과목을 6주 동안 집중 몰입 

학습을 통해 이수하는 학사제도입니다. 취업에 도

움이 되는 수업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6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취업 준비와 학점 취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Cell 교육과정

현재 경성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

표적인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 교과목 및 학기를 

쪼개서 학생이 직접 재설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존 1개의 수업을 한 학기(15주) 동안 수강하는 전

통적인 학사운영 방식을 바꿔 5주 단위 1학점 교과

목 2~3개를 조합하여 한 학기 동안 수강합니다.

학생선택형 넥스트디그리 트랙(교육과정)

•   1개 트랙 선택 후 15학점 이상 이수 인증 시 

인증 부여

•   2개 트랙 선택 후 트랙 15학점 이상(총 36학점 

이상) 이수 시 학위 취득

전공 외 인증 또는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혁신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은 입학한 학과와 관계

없이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여 인증 또는 융합경영

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영지원, 서비스

마케팅, 회계·세무, 항공서비스, 금융실무, 창업실

무 등 총 6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성만의 혁신 교육과정

I-Brand 열정+ 학기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점(전공, 교

양 중 선택), 활동비(장학금), 현장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1석 4조의 진로교육과정입니다. 독립출판, 

잡지제작, 연극기획, 영화제작 등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는 어떤 프로젝트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K-MOOC 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  K-MOOC 2단계 사업지원 선정

•  5년간 최대 8.5억원 지원 예정(2020~2024)

교육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경성대는 지난 2017

년 K-MOOC 선도대학 사업과 2018년 개별강좌 

사업 선정을 통해 온라인 강의개발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갔으며, 2020년 2단계 사업 선정으로 코로

나19로 인한 언택트 교육 시대에 온라인 강의 분야

의 브랜드 대학으로 더욱 발돋움하였습니다.

기존 교과목 1학기

Cell교과목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시험 시험

기말고사

Cell교과목①

4주 1주 1주 1주4주 4주

Cell교과목② Cell교과목③ 

0606

혁신하는 경성



2023학년도 경성대학교 수시모집요강 072023학년도 경성대학교 수시모집요강 07

친구따라 강남가고
경성따라 혁신한다 

친구와 함께라면 멀고 익숙하지 않은 여행도 즐겁듯이

혁신교육의 대명사, 경성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성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공 방식을 활용하면 

남다른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LT(Language Tutorial) Program

각국의 학생이 튜터와 튜티가 되어 소통하는 프로그램 

(내국인 재학생, 외국인 학생, 방문 교환학생 대상)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어학연수 비용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싱가포르,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해외 자매교류대학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어학연수를 

실시한 뒤 학점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교환학생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체코, 중국, 일본 등 해외 

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간 수업을 받는 단기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버디 프로그램

내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한 조가 되어 외국인 

학생의 학교 및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동시에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라운지

글로벌라운지는 경성대 구성원 간의 언어교환, 

문화교환 등 교류의 목적과 더불어 비교과 프로그램, 

국제하계캠프, 유학생 지원행사 등 국제처 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하계캠프

매년 8월 초에서 8월 말, 유럽, 일본 등 해외 자매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약 3주간 재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

운영시간 09:00 ~ 17:00(방학 중 09:00 ~ 14:00)    

위치 건학기념관 201-1호

0808

풍부하게 경험하고
남다르게 성장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성대학교는 세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적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
다양한 경험

(2021년 정보공시 기준)

215 개    대학 교류 

세계 

36 개국
   

다양한 교육경험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경성대는 학생의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 심화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습 코칭(K, F형) 프로그램

국적과 상관없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진단하고 전문 

컨설턴트와의 학습 상담을 진행하여 

학업능력을 증진시킵니다.

I-Brand 진로동아리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동기와 

성취를 이루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I-Brand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프로그램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로 및 심리지원 

교육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기부 봉사활동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 실무 등을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진로·심리검사 해석상담

MBTI, HOLLAND, STRONG, TCI, MMPI-2 등 

다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 연구원 및 

상담원이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및 해석상담을 

지원합니다. 진로 및 심리적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KS-철인(哲人) 4종 프로그램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프로그램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전문 

교수님과 1:1 교육 및 집단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성대의 추천 KKOK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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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성대학교는 세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적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KKOK)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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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이, 별이와 함께하는 
경성인의 하루

경성 인프라

별이경성이

AM 7:30
지하철역과 가까운  
도심형 캠퍼스
부산 대연동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경성대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과 번화한 대학로가 펼쳐져있어 

언제나 젊음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문화 

캠퍼스입니다.

AM 7:30
원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한  
기숙사(제1·2 누리생활관) 
 2인 1실 기준으로 호실마다 세면실, 냉난방 

시설, 빌트인식 내부 비품, 인터넷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 세탁실, 매점, 

우편실, 스터디룸, TV감상실, 종합휴게실, 

정독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시스템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통한 안전 및 보안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AM 8:00
경성인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센터
27호관 4층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는 

경성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실 등의 

운동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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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9:00
공부 기운이 샘솟는 
첨단 강의실
경성대는 대형강의실, 영상강의실 등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과 장비를 갖춘 강의실을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PM 4:00
문화 소양 높이는 
미술관
대학과 부산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기획전시와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제1미술관과 제2미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미술관은 총 3개의 전시관이 

연결된 메인 전시실을, 제2미술관은 

아기자기한 작품전시 공간 역할을 합니다.

PM 6:00
젊음의 열기를 내뿜는 
공연장(콘서트홀, 예노소극장)
부산공연예술의 전당인 경성대는 

449석의 콘서트홀과 220석의 소규모 

공연장 예노소극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연, 수업뿐 아니라 세미나, 학술제, 

쇼케이스까지 진행하여 학습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PM 1:00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중앙도서관
국내외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서 및 자료를 

제공하며 소통과 공감의 도서관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재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제자료실, 일반열람실, U-Square,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사하는 경성대학교는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여

능력을 지닌 미래 경성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 전형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내게 딱 맞는 전형을  

발견할 수 있을거야.

경성과 
함께하는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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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 ]
• 일반계고면접전형  21

• 일반계고교과전형  24

• 지역인재전형  27

•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30

• 특성화고교과전형  33

•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6

• 특성화고동일계전형  40

• 농어촌전형  45

• 저소득층전형  49

[ 실기/실적 ]
• 실기특별전형   59

• 외국어특기자전형   66

• 체육특기자전형   69

[ 학생부종합 ]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53

2023
경성대학교 전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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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에서 남다르게 시작하면 
너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15	 1.	전형별	반영비율	

	 2.	전형별	지원자격	

 Ⅱ. 전형별 모집인원
16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8	 1.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2.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방법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9	 4.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 과]

21	 일반계고면접전형	

24	 일반계고교과전형	

27	 지역인재전형		

30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33		 특성화고교과전형		

36	 사회배려대상자전형		

40	 특성화고동일계전형		

45	 농어촌전형		

49	 저소득층전형		

	 [학생부종합]

53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실기/실적]

59	 실기특별전형		

66	 외국어특기자전형		

69	 체육특기자전형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73	 1.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2.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3.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4.	체육특기자	출결	성적	배점표		

74	 5.	특성화고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내신	산출방법	

	 6.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성적	반영방법

	 7.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8.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예시)	

 Ⅵ. 지원자 유의사항 
75	 1.	복수지원	범위	및	이중등록	금지		

	 2.	부정행위자	처리	및	합격/입학	취소		

76	 3.	전형	관련	유의사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77	 1.	등록	포기		

	 2.	등록(예치)금	환불		

	 3.	본교	입학	이후	등록금	환불		

 Ⅷ. 전형료 
78	 1.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및	전형료		

	 2.	전형료	환불		

 부록
79	 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84	 경성대학교	장학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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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전형별 반영비율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선발방법 선발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서류 면접 실기

교과 비교과

학생부교과

일반계고면접전형 595
1단계 5배수 100 - - - -

2단계 1배수 80 - - 20 -

일반계고교과전형 927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지역인재전형 35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3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특성화고교과전형 113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2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특성화고동일계전형 41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농어촌전형 56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저소득층전형 55 일괄합산 1배수 100 - - - -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 440 일괄합산 1배수 100(종합평가) - - -

실기/실적

실기특별전형 336 일괄합산 1배수 10 - - - 90
외국어특기자전형 21 일괄합산 1배수 - - 70 30 -

체육특기자전형 12 일괄합산 1배수 20 10(출결) 60 10 -

합계 2,666

02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명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외국고 방송통신고 검정고시
기타 
동등 
학력

일반계고면접전형 ○ ○ ○ ○ × × ○ × × × ×

일반계고교과전형 ○ ○ ○ × × × ○ × × × ×

지역인재전형 ○ ○ ○ ○ ○ ○ ○ × × × ×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 ○ ○ ○ ○ ○ × × × ×

특성화고교과전형 × × × × × ○ × × × × ×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 ○ ○ ○ ○ ○ ○ ○ ○ ○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 × × × ○ × × × × ×

농어촌전형 ○ ○ × × × ○ ○ × ○ × ×

저소득층전형 ○ ○ ○ ○ ○ ○ ○ ○ ○ ○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 ○ ○ ○ ○ ○ ○ ○ ○ ○

실기특별전형 ○ ○ ○ ○ ○ ○ ○ × ○ ○ ○

외국어특기자전형 ○ ○ ○ ○ ○ ○ ○ ○ ○ ○ ○

체육특기자전형 ○ ○ ○ ○ ○ ○ × × × × ×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 해당전형 약학과 :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택 1),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일반계고교과, 지역인재,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간호학과 :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 상기 모집단위 외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 지원 가능)

※ 수시모집 6회 지원 가능 범위에서 전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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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별 모집인원

*   교직 교직이수 가능 학부(과), 사범 교직이수 가능 학부(과), 간호교육인증 간호교육인증평가(2016년 6월 13일~2026년 6월 12일/(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건축학교육인증 건축학교육인증제(2021년 7월 31일~2026년 7월 30일)/(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

*       A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년~2024년, 3년간 약 159억)  

B  IPP형일학습병행제사업 (2022년~2025년, 4년간 12억) 

C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2022년 3월~2028년 2월, 6년간 약 45억)  

D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 (2016년~, 연 4억) 

E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2018년 5월~2025년 4월, 7년간 약 82.9억)  

F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수요맞춤성장형 (2022년~2027년, 6년간 약 240억)

대학 계열

모집단위

국고지원사업 
참여 현황

입학
정원

모집
정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실적

코드 학부(과)
일반
계고
면접

일반
계고
교과

지역
인재

지역
인재

(저소득층)

특성
화고
교과

사회
배려

대상자

특성
화고

동일계
농어촌

저소
득층

학교
생활

우수자

실기
특별

특기자

문

과

대

학

인문

01

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직 

 일어일문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교직 

A B C D E F 100 100 30 41 　 　 3 　 　 1 1 18 　 　 94

02

글로컬문화학부 

 문화기획학전공

 문화콘텐츠학전공

 문화서비스학전공

A B C D E F 90 90 29 35 　 　 3 　 　 2 1 16 　 　 86

03 영어영문학과 교직 A B C D E F 80 80 20 30 　 　 4 　 　 2 1 14 　 6 77

04 중국학과 교직 A B C D E F 80 82 17 30 　 　 5 　 　 1 1 13 　 12 79

05 문헌정보학과 교직 A B C D E F 40 40 11 16 　 　 2 　 　 2 1 8 　 　 40

06 유아교육과 사범 A B C D E F 30 30 7 13 　 　 　 1 　 　 1 6 　 　 28

07 윤리교육과 사범 A B C D E F 14 14 4 5 　 　 　 　 　 　 　 4 　 　 13

08 심리학과 A B C D E F 30 30 7 12 　 　 　 1 　 1 2 7 　 　 30

소계 464 466 125 182 0 0 17 2 0 9 8 86 0 18 447

사

회

과

학

대

학

인문

11 법학과 A B C D E F 50 50 14 20 　 　 2 1 　 2 　 9 　 　 48

12 경찰행정학과 A B C D E F 50 50 14 19 　 　 2 1 　 2 3 9 　 　 50

1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A B C D E F 40 40 9 17 　 　 3 1 1 1 2 6 　 　 40

14 광고홍보학과 A B C D E F 40 40 11 15 　 　 3 1 1 1 2 7 　 　 41

15 사회복지학과 A B C D E F 60 60 16 22 　 　 2 2 　 2 2 12 　 　 58

소계 240 240 64 93 0 0 12 6 2 8 9 43 0 0 237

상

경

대

학

인문

21
경제금융물류학부

 경제금융학전공

 물류학전공

A B C D E F 85 86 24 33 　 　 5 2 3 1 1 15 　 　 84

22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A B C D E F 41 41 11 15 　 　 3 1 2 1 1 9 　 　 43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A B C D E F 40 40 11 14 　 　 4 1 1 1 2 7 　 　 41

23 경영학과 A B C D E F 130 130 36 56 　 　 5 2 4 4 4 20 　 　 131

24 국제무역통상학과 A B C D E F 81 81 21 33 　 　 5 2 3 2 1 14 　 　 81

25 회계학과 A B C D E F 81 81 22 34 　 　 5 2 3 1 1 14 　 　 82

자연 26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A B C D E F 40 41 11 16 　 　 2 1 　 　 　 9 　 　 39

소계 498 500 136 201 0 0 29 11 16 10 10 88 0 0 501

공

과

대

학

공학

31 기계자동차공학과 A B C D E F 40 40 11 14 　 　 3 　 1 1 1 9 　 　 40

3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A B C D E F 40 41 11 16 　 　 2 1 1 1 1 8 　 　 41

33 환경공학과 A B C D E F 40 40 11 16 　 　 2 　 1 　 　 8 　 　 38

34 토목공학과 A B C D E F 40 40 11 16 　 　 2 　 1 　 　 8 　 　 38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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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집단위

국고지원사업 
참여 현황

입학
정원

모집
정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실적

코드 학부(과)
일반
계고
면접

일반
계고
교과

지역
인재

지역
인재

(저소득층)

특성
화고
교과

사회
배려

대상자

특성
화고

동일계
농어촌

저소
득층

학교
생활

우수자

실기
특별

특기자

공

과

대

학

공학

35 도시공학과 A B C D E F 40 39 10 16 　 　 2 　 1 　 1 8 　 　 38

36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교육인증 A B C D E F 35 35 10 14 　 　 1 　 　 　 　 7 　 　 32

37 실내건축학과 A B C D E F 30 30 8 12 　 　 1 　 1 1 1 7 　 　 31

38 산업경영공학과 A B C D E F 38 38 10 15 　 　 3 　 1 　 　 8 　 　 37

39 신소재공학과 A B C D E F 40 40 10 16 　 　 2 1 1 1 1 8 　 　 40

40 전기공학과 A B C D E F 50 50 13 21 　 　 3 　 2 1 　 9 　 　 49

41 전자공학과 A B C D E F 40 40 11 16 　 　 2 1 2 1 　 7 　 　 40

42 컴퓨터공학과 A B C D E F 50 51 14 21 　 　 3 　 1 1 1 9 　 　 50

43 소프트웨어학과 A B C D E F 50 51 13 21 　 　 2 1 1 1 1 10 　 　 50

44 정보통신공학과 A B C D E F 40 41 12 16 　 　 2 1 1 1 　 8 　 　 41

45 응용화학과 교직 A B C D E F 30 31 8 13 　 　 2 1 　 　 　 6 　 　 30

소계 603 607 163 243 0 0 32 6 15 9 7 120 0 0 595

약학

대학

자연 51 약학과(6년제) A C F 50 50 　 10 19 1 　 　 　 1 4 　 　 　 35

소계 50 50 0 10 19 1 0 0 0 1 4 0 0 0 35

예

술

종

합

대

학

예체능

61 음악학부 교직 A B C D E F 60 62 　 　 　 　 　 　 　 　 　 　 57 　 57

62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교직 A B C D E F 35 35 　 　 　 　 　 　 1 1 1 　 30 　 33

 산업디자인학전공 A B C D E F 30 30 　 　 　 　 　 　 　 1 1 　 26 　 28

63

연극영화학부 　 　 　 　 　 　 　 　 　 　 　 　 　

 연극전공 교직 A B C D E F 37 37 　 　 　 　 　 　 　 1 1 　 27 　 29

 영화전공 교직 A B C D E F 35 35 　 11 　 　 　 　 　 1 1 　 21 　 34

 뮤지컬전공 A B C D E F 25 25 　 　 　 　 　 　 　 　 　 　 22 　 22

64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영상학전공

 애니메이션학전공

A B C D E F 50 50 7 10 　 　 　 　 　 2 1 6 20 　 46

65 미디어콘텐츠학과 A B C D E F 30 30 7 10 　 　 3 　 1 1 1 7 　 　 30

66 스포츠건강학과 교직 A B C D E F 50 50 　 　 　 　 　 　 　 2 2 　 33 12 49

67 현대미술학과 교직 A B C D E F 35 35 　 　 　 　 　 　 　 　 　 　 31 　 31

68

공예디자인학과 교직 　 　 　 　 　 　 　 　 　 　 　 　 　

 금속공예디자인전공 A B C D E F 17 17 　 　 　 　 　 　 　 　 11 　 11

 도자공예전공 A B C D E F 16 16 　 　 　 　 　 　 　 　 10 　 10

 가구디자인전공 A B C D E F 16 16 　 　 　 　 　 　 　 　 10 　 10

 텍스타일디자인전공 A B C D E F 16 16 　 　 　 　 　 　 　 　 10 　 10

69 사진학과 교직 A B C D E F 30 30 　 　 　 　 　 　 　 　 　 　 28 　 28

70 패션디자인학과 A B C D E F 50 51 12 18 　 　 4 1 1 2 1 12 　 　 51

소계 532 535 26 49 0 0 7 1 3 11 9 25 336 12 479

생

명

보

건

대

학

자연
71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A C D F 60 60 　 21 16 2 　 1 　 1 1 10 　 　 52

72 물리치료학과 A C D F 30 30 8 11 　 　 　 1 　 1 2 5 　 　 28

공학 73 식품생명공학과 교직 A B C D E F 40 41 11 16 　 　 2 1 1 1 1 9 　 　 42

자연

74 식품영양학과 A B C D E F 40 41 11 17 　 　 2 1 1 1 1 8 　 　 42

75 반려생물학과 교직 A B C D E F 30 30 7 12 　 　 1 　 1 1 1 7 　 　 30

76 화장품학과 A B C D E F 30 30 7 12 　 　 1 　 1 1 1 7 　 　 30

77 스마트바이오학과 A B C D E F 30 31 8 11 　 　 2 　 　 　 　 8 　 　 29

공학 78 제약공학과 A B C D E F 35 36 11 12 　 　 2 　 1 1 1 8 　 　 36

소계 295 299 63 112 16 2 10 4 5 7 8 62 0 0 289

산학

혁신

융합

대학

예체능 81 AI미디어학과 A B C D F 30 30 6 14 　 　 2 1 　 　 　 6 　 　 29

자연
82 AI수리학과 교직 A B C D F 20 21 5 10 　 　 2 　 　 　 　 3 　 　 20

83 에너지과학과 A B C D F 30 31 7 13 　 　 2 1 　 1 　 7 　 　 31

소계 80 82 18 37 0 0 6 2 0 1 0 16 0 0 80

-
인문 91 글로벌학부 A B C D E F 3 3 　 　 　 　 　 　 　 　 　 　 　 3 3

소계 3 3 0 0 0 0 0 0 0 0 0 0 0 3 3

합계 2,765 2,782 595 927 35 3 113 32 41 56 55 440 336 33 2,666

※ 수시모집의 정원내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의 일반전형, 실기특별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수시모집의 정원외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의 정원외 동일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교직이수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원양성과정 양성정원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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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 접수기간	:	2022.	9.	13(화)	~	9.	17(토)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교부	및	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형료」 78쪽 참조

02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방법

1단계 입시홈페이지(http://ipsi.ks.ac.kr) 접속

▼

2단계 “수시 원서접수” 배너 클릭

▼

3단계 원서접수 사이트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

4단계 입학원서 입력 및 입력사항 확인

▼

5단계 전형료 결제

▼

6단계 입학원서 접수확인

▼

7단계 우편 발송용 표지 출력(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출력)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한[2022. 9. 17(토) 18:00]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0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 변경 및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	오류	등은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전형	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변경된	경우는	본교	입학관리팀(☎	051-663-5555)으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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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9. 17(토)

 ※ 마감일은 18:00까지 

•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http://ipsi.ks.ac.kr)

• 접수확인은 접수 다음 날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류 제출

우편 제출 2022. 9. 13(화) ~ 9. 19(월)

•  접수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우체국에서 수취인 후납부담으로 발송(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방문 제출
2022. 9. 13(화) ~ 9. 19(월)

17:00까지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

실기고사

2022. 10. 15(토) • 음악학부(관현악, 작곡), 디자인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사진학과

2022. 10. 15(토) ~ 10. 16(일) • 연극영화학부(연극)

2022. 10. 22(토) • 음악학부(피아노, 성악), 연극영화학부(영화), 현대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2022. 10. 22(토) ~ 10. 23(일) • 스포츠건강학과

2022. 10. 23(일) • 연극영화학부(뮤지컬)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1. 2(수) • 일반계고면접전형

면접고사

2022. 10. 30(일) • 외국어특기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2022. 11. 19(토) • 일반계고면접전형(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산학혁신융합대학)

2022. 11. 20(일) •  일반계고면접전형(공과대학, 예술종합대학, 생명보건대학)

최초

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  실기특별전형, 특기자전형

※ 발표방법 : 입시홈페이지 발표(15:00 예정)

2022. 12. 15(목)

•  일반계고면접전형, 일반계고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특성화고교과전형, 사회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동일계전형, 농어촌전형, 

저소득층전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발표방법 : 입시홈페이지 발표(15: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 12. 16(금) ~ 12. 19(월) •  등록예치금고지서는 2022. 12. 15(목) 18:00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1차 충원

합격자

발표
2022. 12. 19(월) 

23:00 이후

•  1차, 2차 충원합격자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입시홈페이지 공지)

•  3차 이후 충원합격자부터는 개별 연락함

•  등록예치금고지서는 합격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예치금 납부
2022. 12. 20(화) 

16:00까지

2차 이후 충원합격자 입시홈페이지 별도 공지

충원합격통보 마감
2022. 12. 26(월) 

18:00

등록금 납부(잔여등록금) 2023. 2. 7(화) ~ 2. 9(목) •  등록금고지서는 2023. 2. 6(월) 18:00부터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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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

21	 일반계고면접전형	

24	 일반계고교과전형	

27	 지역인재전형		

30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33		 특성화고교과전형		

36	 사회배려대상자전형		

40	 특성화고동일계전형		

45	 농어촌전형		

49	 저소득층전형	

	

[학생부종합]

53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실기/실적]

59	 실기특별전형		

66	 외국어특기자전형		

69	 체육특기자전형		

나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주는 
경성대학교의 다양한 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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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30
글로컬문화학부 29
영어영문학과 20
중국학과 17
문헌정보학과 11
유아교육과 7
윤리교육과 4
심리학과 7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4
경찰행정학과 1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9
광고홍보학과 11
사회복지학과 16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24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11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11
경영학과 36
국제무역통상학과 21
회계학과 22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11
기계자동차공학과 11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1
환경공학과 11
토목공학과 11
도시공학과 10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10

실내건축학과 8

산업경영공학과 10

신소재공학과 10

전기공학과 13

전자공학과 11

컴퓨터공학과 14

소프트웨어학과 13

정보통신공학과 12

응용화학과 8

예술종합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부 7

미디어콘텐츠학과 7

패션디자인학과 12

생명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 8

식품생명공학과 11

식품영양학과 11

반려생물학과 7

화장품학과 7

스마트바이오학과 8

제약공학과 11

산학혁신 

융합대학

AI미디어학과 6

AI수리학과 5

에너지과학과 7

합계 595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졸업(예정)자

	 	 -	종합고의	보통학과,	교육부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예술고,	체육고	등	예체능계열의	특목고는	예체능계열의	학과로만	지원	가능				

  ※ 방송통신고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학생부교과] 

일반계고면접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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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선발배수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면접

1단계 5배수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2단계 1배수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80%(80%) 20%(20%)

최고점 800 200

최저점 672 168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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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다. 면접고사

	● 면접방법	: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수험생을	평가합니다.

	● 면접내용	: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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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면접	결시자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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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방법 우선순위

1단계 • 동점자 전원 합격

2단계

• 1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 2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4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 11. 2(수)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고사장 조회  2022. 11. 18(금) 

면접고사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산학혁신융합대학  2022. 11. 19(토)

공과대학, 예술종합대학, 생명보건대학  2022. 11. 20(일)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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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학생부교과] 

일반계고교과전형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41

글로컬문화학부 35

영어영문학과 30

중국학과 30

문헌정보학과 16

유아교육과 13

윤리교육과 5

심리학과 12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0

경찰행정학과 1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

광고홍보학과 15

사회복지학과 2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33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15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14

경영학과 56

국제무역통상학과 33

회계학과 34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16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14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6

환경공학과 16

토목공학과 16

도시공학과 16

건축학과(5년제) 14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실내건축학과 12

산업경영공학과 15

신소재공학과 16

전기공학과 21

전자공학과 16

컴퓨터공학과 21

소프트웨어학과 21

정보통신공학과 16

응용화학과 13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0

예술종합대학

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 11

영상애니메이션학부 10

미디어콘텐츠학과 10

패션디자인학과 18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21

물리치료학과 11

식품생명공학과 16

식품영양학과 17

반려생물학과 12

화장품학과 12

스마트바이오학과 11

제약공학과 12

산학혁신

융합대학

AI미디어학과 14

AI수리학과 10

에너지과학과 13

합계 927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졸업(예정)자

	 	 -	종합고의	보통학과,	교육부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고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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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약학과	: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택	1),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간호학과	: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 상기	모집단위	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약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전과목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이수단위) + 가산점} × 10
※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을 평균하여 가산점으로 반영(A : 0.5, B : 0.3, C : 0.1)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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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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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우선순위

해당학과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약학과

• 1순위 : 반영된 전체 교과 성적 우수자(가산점 포함)

• 2순위 : 반영된 수학 교과 성적 우수자

• 3순위 : 반영된 영어 교과 성적 우수자

• 4순위 : 반영된 국어 교과 성적 우수자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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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9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16

합계 35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학년	수료	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포함)	

  ※ 방송통신고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약학과	: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택	1),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간호학과	: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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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약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전과목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이수단위) + 가산점} × 10
※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을 평균하여 가산점으로 반영(A : 0.5, B : 0.3, C : 0.1)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간호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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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우선순위

약학과

• 1순위 : 반영된 전체 교과 성적 우수자(가산점 포함)

• 2순위 : 반영된 수학 교과 성적 우수자

• 3순위 : 반영된 영어 교과 성적 우수자

• 4순위 : 반영된 국어 교과 성적 우수자

간호학과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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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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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2

합계 3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학년	수료	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포함)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방송통신고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②	차상위계층(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약학과	: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택	1),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간호학과	: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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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약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전과목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이수단위) + 가산점} × 10
※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을 평균하여 가산점으로 반영(A : 0.5, B : 0.3, C : 0.1)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간호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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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우선순위

약학과

• 1순위 : 반영된 전체 교과 성적 우수자(가산점 포함)

• 2순위 : 반영된 수학 교과 성적 우수자

• 3순위 : 반영된 영어 교과 성적 우수자

• 4순위 : 반영된 국어 교과 성적 우수자

간호학과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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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장애인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수급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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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과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3

글로컬문화학부 3

영어영문학과 4

중국학과 5

문헌정보학과 2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

경찰행정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광고홍보학과 3

사회복지학과 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5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3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4

경영학과 5

국제무역통상학과 5

회계학과 5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2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3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

환경공학과 2

토목공학과 2

도시공학과 2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1

실내건축학과 1

산업경영공학과 3

신소재공학과 2

전기공학과 3

전자공학과 2

컴퓨터공학과 3

소프트웨어학과 2

정보통신공학과 2

응용화학과 2

예술종합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3

패션디자인학과 4

생명보건대학

식품생명공학과 2

식품영양학과 2

반려생물학과 1

화장품학과 1

스마트바이오학과 2

제약공학과 2

산학혁신

융합대학

AI미디어학과 2

AI수리학과 2

에너지과학과 2

합계 113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종합고의	특성화교육과정	이수자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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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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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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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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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상자전형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유아교육과 1

심리학과 1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

경찰행정학과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사회복지학과 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2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1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1

경영학과 2

국제무역통상학과 2

회계학과 2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1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신소재공학과 1

전자공학과 1

소프트웨어학과 1

정보통신공학과 1

응용화학과 1

예술종합대학 패션디자인학과 1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1

물리치료학과 1

식품생명공학과 1

식품영양학과 1

산학혁신

융합대학

AI미디어학과 1

에너지과학과 1

합계 32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자격 ‘①’, ‘⑤’, ‘⑥’ 지원 불가

  ※ 외국고교 출신자는 지원자격 ‘①’, ‘⑤’ 지원 불가

  ※ 지원자격 ‘①’, ‘⑥’은 졸업연도 제한(이외 지원자격은 졸업연도 제한 없음)

	 	①	국가보훈법률에서	정한	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③	차상위계층(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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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⑤	만학도(만	30세	이상	:	1992년	9월	17일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연도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단,	부모	모두	한국인인	자녀로서,	부모의	이혼	후	재혼으로	인해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생겨난	경우,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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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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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 검정고시 합격자간 동점자 발생 시 평균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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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 www.neis.go.kr을 통해 본인자료 확인 및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장애인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하여 제출

•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하여 제출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외국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영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시 2023. 2. 17(금)까지 졸업증명서 1부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 고교 소재국 지정기관

※ 영사확인 :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 수급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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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학생부교과] 

특성화고동일계전형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3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2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1

경영학과 4

국제무역통상학과 3

회계학과 3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환경공학과 1

토목공학과 1

도시공학과 1

실내건축학과 1

산업경영공학과 1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1

전기공학과 2

전자공학과 2

컴퓨터공학과 1

소프트웨어학과 1

정보통신공학과 1

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학전공) 1

미디어콘텐츠학과 1

패션디자인학과 1

생명보건대학

식품생명공학과 1

식품영양학과 1

반려생물학과 1

화장품학과 1

제약공학과 1

합계 41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특성화고(체험특성화고	제외),	종합고의	특성화교육과정	이수자로서	모집단위의	동일계로	인정한	학과	출신자만	지원	가능

	 	 -	 	특성화고의	학과별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지원	가능	모집단위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전문교과	교육과정	심의는	별도로	심사함)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모집단위별	특성화고	동일계	기준학과	현황]

모집단위 특성화고 동일계 기준학과 현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광고홍보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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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특성화고 동일계 기준학과 현황

경제금융물류학부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항만물류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조리과, 조리식음료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경영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국제무역통상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회계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관광경영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기관과, 세라믹과, 

영상제작과, 조경과, 원예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기관과, 세라믹과, 

영상제작과, 조경과, 원예과

환경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원예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과, 생물공학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토목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원예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과, 생물공학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도시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원예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과, 생물공학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실내건축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조경과, 원예과, 농업토목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세라믹과

산업경영공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기관과, 세라믹과, 

영상제작과, 조경과, 원예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과, 세라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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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정보처리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기관과, 전자통신과, 방송통신과, 세라믹과

전자공학과

정보처리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기관과, 전자통신과, 방송통신과, 세라믹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전자통신과, 

방송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세라믹과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전자통신과, 

방송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세라믹과

정보통신공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전자통신과, 방송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세라믹과

디자인학부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세라믹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패션디자인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회계정보과, 재무회계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금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상업디자인과, 공예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류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의상과, 미용과

식품생명공학과

관광경영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조리과, 조리식음료과, 세라믹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과, 생물공학과, 해양생산과, 자영수산과

식품영양학과

관광경영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조리과, 조리식음료과, 세라믹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과, 생물공학과, 해양생산과, 자영수산과

반려생물학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보건간호과, 보육과, 사회복지과, 산림자원과, 수산양식과, 식품가공과, 원예과, 조경과, 

해양생산과, 환경보건과, 미용과, 문화콘텐츠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조리식음료과

화장품학과

관광경영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산업설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방송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정보컴퓨터과, 토목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컴퓨터게임과, 조리과, 조리식음료과, 세라믹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과, 생물공학과, 해양생산과, 자영수산과, 화학공업과, 미용과, 문화콘텐츠과, 판매과, 전자상거래과, 영상제작과

제약공학과

조리과, 조리식음료과, 식품가공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문화콘텐츠과, 전자상거래과, 판매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조경과, 원예과, 농업토목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과, 생물공학과, 화학공업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과, 생물공학과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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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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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 4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5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6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이수단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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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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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농어촌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1

글로컬문화학부 2

영어영문학과 2

중국학과 1

문헌정보학과 2

심리학과 1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

경찰행정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사회복지학과 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1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1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1

경영학과 4

국제무역통상학과 2

회계학과 1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실내건축학과 1

신소재공학과 1

전기공학과 1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

컴퓨터공학과 1

소프트웨어학과 1

정보통신공학과 1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

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학전공) 1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학전공) 1

연극영화학부(연극전공) 1

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 1

영상애니메이션학부 2

미디어콘텐츠학과 1

스포츠건강학과 2

패션디자인학과 2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1

물리치료학과 1

식품생명공학과 1

식품영양학과 1

반려생물학과 1

화장품학과 1

제약공학과 1

산학혁신

융합대학
에너지과학과 1

합계 56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졸업예정자는	졸업일	기준	농어촌	거주)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자격1>  농어촌 지역(읍, 면)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자격2>  농어촌 지역(읍, 면) 소재지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학생은 재학 기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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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사항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합니다.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자격을	인정합니다.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는	제외합니다.

	 	 -	 	농어촌전형의	합격자가	졸업	요건	미충족	또는	졸업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학이	취소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자격1> 참고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통 사망(실종)·이혼 이전까지 부, 모,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실종)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약학과	: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택	1),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상기	모집단위	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약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전과목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이수단위) + 가산점} × 10
※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을 평균하여 가산점으로 반영(A : 0.5, B : 0.3, C : 0.1)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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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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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우선순위

해당학과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 4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5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6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이수단위 합계

약학과

• 1순위 : 반영된 전체 교과 성적 우수자(가산점 포함)

• 2순위 : 반영된 수학 교과 성적 우수자

• 3순위 : 반영된 영어 교과 성적 우수자

• 4순위 : 반영된 국어 교과 성적 우수자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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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자격1>

•  중, 고 6년 본인·부모 농어촌 거주 및 재학

•  지원자격 확인서 1부(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  학생,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초·중·고 또는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주민센터 발급)

※  부,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

※   부, 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를 추가로 제출

※  상기 서류는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하여 제출

<자격2>

•  초, 중, 고 12년 본인 농어촌 거주 및 재학

•  지원자격 확인서 1부(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  학생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초·중·고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하여 제출

•  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자격1>

•  고교졸업증명서 1부

•  학생,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  제출방법 : 2023. 2. 13(월) 09:00 ~ 2. 17(금) 17:00까지 제출

※  모든 서류는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하여 제출

<자격2>

•  고교졸업증명서 1부

•  학생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  제출방법 : 2023. 2. 13(월) 09:00 ~ 2. 17(금) 17:00까지 제출

※  모든 서류는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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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저소득층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1

글로컬문화학부 1

영어영문학과 1

중국학과 1

문헌정보학과 1

유아교육과 1

심리학과 2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광고홍보학과 2

사회복지학과 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1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1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2

경영학과 4

국제무역통상학과 1

회계학과 1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도시공학과 1

실내건축학과 1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1

컴퓨터공학과 1

소프트웨어학과 1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4

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학전공) 1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학전공) 1

연극영화학부(연극전공) 1

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 1

영상애니메이션학부 1

미디어콘텐츠학과 1

스포츠건강학과 2

패션디자인학과 1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1

물리치료학과 2

식품생명공학과 1

식품영양학과 1

반려생물학과 1

화장품학과 1

제약공학과 1

합계 55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및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②	차상위계층(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이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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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약학과	: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택	1),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 상기	모집단위	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840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약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전과목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이수단위) + 가산점} × 10
※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을 평균하여 가산점으로 반영(A : 0.5, B : 0.3, C : 0.1)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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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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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우선순위

해당학과

•  1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2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  4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5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6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이수단위 합계

약학과

•  1순위 : 반영된 전체 교과 성적 우수자(가산점 포함)

•  2순위 : 반영된 수학 교과 성적 우수자

•  3순위 : 반영된 영어 교과 성적 우수자

•  4순위 : 반영된 국어 교과 성적 우수자

※ 검정고시 합격자간 동점자 발생 시 평균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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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 www.neis.go.kr을 통해 본인자료 확인 및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장애인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확인서 1부(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상기 서류는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외국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영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시 2023. 2. 17(금)까지 졸업증명서 1부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 고교 소재국 지정기관

※ 영사확인 :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 수급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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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18

글로컬문화학부 16

영어영문학과 14

중국학과 13

문헌정보학과 8

유아교육과 6

윤리교육과 4

심리학과 7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9

경찰행정학과 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

광고홍보학과 7

사회복지학과 1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15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전공) 9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7

경영학과 20

국제무역통상학과 14

회계학과 14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9

기계자동차공학과 9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8

환경공학과 8

토목공학과 8

도시공학과 8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7

실내건축학과 7

산업경영공학과 8

신소재공학과 8

전기공학과 9

전자공학과 7

컴퓨터공학과 9

소프트웨어학과 10

정보통신공학과 8

응용화학과 6

예술종합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부 6

미디어콘텐츠학과 7

패션디자인학과 12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10

물리치료학과 5

식품생명공학과 9

식품영양학과 8

반려생물학과 7

화장품학과 7

스마트바이오학과 8

제약공학과 8

산학혁신

융합대학

AI미디어학과 6

AI수리학과 3

에너지과학과 7

합계 440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15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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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종합평가)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0%(100%)

최고점 1,000

최저점 0

나. 서류평가

	●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및	인성을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가요소 정 의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

기초수학능력 및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이해

학업성취도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 ,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경험의 정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현황 및 성취수준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 교과외 

활동 등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전공과 관련된 교과 관련활동(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에서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정도

발전가능성 

및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개인적·사회적 특성

자기주도성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의 정도

리더십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교우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낸 경험의 정도

나눔과 배려 교내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경험의 정도

성실성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 

경험의 정도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서류평가요소 중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서류평가요소 중 발전가능성 및 인성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과목 석차등급 평균

※ 교과구분과 관계없이 등급이 산출되는 경우 모두 반영

※ 등급 평균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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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2. 15(목) 15:00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2014학년도(2015년2월) ~ 2021학년도(2022년2월) 졸업자의 경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2014학년도(2015년2월) ~ 2021학년도(2022년2월) 졸업자의 경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 www.neis.go.kr을 통해 본인자료 확인 및 신청

•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2년 6개월 이내의 활동만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출력본에 서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외국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시 2023. 2. 17(금)까지 졸업증명서 1부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 고교 소재국 지정기관

※ 영사확인 :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  [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출력본에 서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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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에	한하여	작성

지원자

정보

모집단위 																																	학부(과)																																		전공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외국고교 출신자
소재국가 : 입학일 : 													년												월												일 졸업(예정)일 :                     년															월															일

학교명 : 학교주소 :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지역 : 합격일 :													 년																						월																						일

2023학년도	경성대학교	수시모집	학교생활우수자전형에	지원하고자

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성대학교 총장 귀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	중	

해당자(활동내용	증빙이	가능한	자)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외국	대학	진학	시	요구되는	시험성적(SAT성적,	ACT성적	등),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AP성적,	IB성적	등을	

제출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이	가능합니다.(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 활동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포트폴리오 제출 금지

※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에 반영합니다.

5.	모든	서류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공증	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6.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미제출	시	평가내용	부족으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 확인 서약>

1.	 	지원자	본인은	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지원자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작성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습니다.

3.	 	본인은	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작성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사실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에 작성된 일체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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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목록]

1.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 방법

	 가.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2년	6개월	이내	활동	또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교내	활동만	작성해야	합니다.

	 나.		활동내용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수상경력,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상황)을	반영합니다.

	 다.	대체	서식	작성목록에	기재된	내용만	평가에	반영됩니다.

 ※ 증빙서류는 확인용으로만 활용되므로 활동내용 작성 시 증빙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		독후감	제출	시	표절여부를	검증하여	표절	또는	대필	사실	발견	시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 불가 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다음	사항을	작성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분 해당 시험 및 관련 대회

공인어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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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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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교과 관련 수상실적, 외국 대학 진학 시 요구되는 시험성적(SAT성적, ACT성적 등) 등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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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활동(발행)기관 참가대상

※ 수상경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수상경력은 최대 5개까지 기재 가능

■	 진로활동

연도 일자 활동(발행)기관 활동내용

■	 동아리활동

연도 동아리명 일자 또는 기간 활동(발행)기관 활동내용

■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 활동(발행)기관

※ 활동 일자 및 기간을 입증하는 주관기관 발행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독서활동상황

연도 도서명 저자 출판사

※ 독서활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예 : 독후감 등)

※ 각 항목별 표는 추가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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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 

실기특별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술종합대학

음악학부 57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학전공) 30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학전공) 26

연극영화학부(연극전공) 27

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 21

연극영화학부(뮤지컬전공) 22

영상애니메이션학부 20

스포츠건강학과 33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술종합대학

현대미술학과 31

공예디자인학과(금속공예디자인전공) 11

공예디자인학과(도자공예전공) 10

공예디자인학과(가구디자인전공) 10

공예디자인학과(텍스타일디자인전공) 10

사진학과 28

합계 336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체	학과(스포츠건강학과	제외)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실기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0%(10%) 90%(90%)

최고점 100 900

최저점 84 756

	● 스포츠건강학과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실기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1.75%(1.75%) 98.25%(98.25%)

최고점 100 900

최저점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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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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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다. 실기고사

	● 평가방법	:	평가위원	3인	이상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등급별	배점표(스포츠건강학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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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	음악학부	실기고사	]

실기과제 유형 및 과제 배점 출제형식

피아노
① Etüde 1곡 – 450점  

② 자유곡 1곡(Etüde는 제외함) - 450점
900 •  암보로 연주

작곡
①  작곡 실기(제한시간 3시간) : 피아노피스 24마디 이상 작곡(테마는 당일 지정) - 600점

② 피아노 실기 : 자유곡 1곡 - 300점
900 •  암보로 연주

성악
① 이태리가곡 또는 이태리아리아(원어) - 450점      

② 독일가곡(원어) - 450점
900

•   ①, ② 모두 원어로 연주

•  반주자는 각자가 동반함

관현악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하프

 - 협주곡이나 이에 상응하는 곡 빠른 악장 한 악장 자유선택

900
•  암보로 연주

•  반주자는 각자가 동반함

• 오르간 

  - 자유곡 1곡 : 오르간곡(오르간으로 연주) 또는 피아노곡(피아노로 연주)
900 •  암보로 연주

• 타악기

  - 팀파니 : VIC FIRTH - "The Solo Timpanist 26 Etüde" No. 1, 4, 18 中 당일 추첨 1곡

 - 스네어드럼 : Siegfried Fink - Suite 중 Toccata

  -  마림바 : Morris Goldenberg "Modern School for Marimba"  

No. 5, 6, 7, 16, 18 中 당일 추첨 1곡

900
•   악기별 과제는 악보를  

보고 해도 무방함

•  반주자는 각자가 동반함

※ 관현악 전공은 수시모집 미충원이 발생하더라도 정시모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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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가곡은	이조도	무방합니다.	단,	오페라아리아는	원조로	연주해야	합니다.

	● 반주자는	수험생이	동반해야	합니다.

	● 타악기의	악기별	과제는	악보를	보고	해도	무방합니다.

	● 타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암보로	연주합니다.

[ 디자인계열·현대미술학과 실기고사 ]

학부(과) 유형 및 과제 화지 시간 배점 출제형식

디자인학부

공예디자인학과

 ① 발상과 표현 : 상상력과 표현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4절 4 900
 •  ① ~ ③  

중 택 1
 ② 사고의 전환 : 데생력과 창의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2절 5 900

 ③ 기초디자인 : 사물표현 및 조형능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4절 4 900

영상애니메이션학부

 ① 상황 표현 : 캐릭터와 배경을 포함한 화면구성 능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4절 4 900
 •  ① ~ ③  

중 택 1
 ② 기초디자인 : 사물표현 및 조형능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4절 4 900

 ③ 칸만화 : 내러티브의 시각화 능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4절 4 900

현대미술학과

 ① 정물소묘 : 정물 6종

   - 꽃다발(조화), 천, 주전자, 줄넘기, 둥근의자, 오렌지
켄트지 2절 4 900

 •  ① ~ ⑥  

중 택 1

 ② 정물수채화 : 정물 6종

  - 꽃다발(조화), 천, 주전자, 줄넘기, 둥근의자, 오렌지
켄트지 3절 4 900

 ③ 인체수채화 켄트지 3절 4 900

 ④ 수묵담채화 : 정물 6종

   - 꽃다발(조화), 천, 주전자, 줄넘기, 둥근의자, 오렌지
화선지 1/2절 4 900

 ⑤ 조소 : 인체두상

   - 지급된 점토만 사용 가능
- 4 900

 ⑥ 기초디자인 : 사물표현 및 조형능력 테스트(입시 당일 발표) 켄트지 4절 4 900

	 <준비물>

	● 발상과	표현,	상황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칸만화	:			연필,	색연필,	파스텔,	마카,	수채물감,	포스터칼라,	콘테	등	표현에	필요한	도구는	각자	

지참합니다.(입체적	첨가	형식의	방법을	불허)

	● 정물소묘	:	4B연필,	지우개,	압침	등	표현에	필요한	도구는	각자	지참합니다.

	● 정물/인체수채화	:	4B연필,	지우개,	압침,	수채화물감,	물통(소),	팔레트,	붓	등	채색에	필요한	도구는	각자	지참합니다.

	● 수묵담채화	:	4B연필,	지우개,	종이집게,	벼루,	먹,	접시,	연습용	화선지,	채색물감,	물통(소),	붓	등	표현에	필요한	도구는	각자	지참합니다.

	● 조소	:	조소용	조각도,	노끈,	철사	등	조소에	필요한	도구는	각자	지참하되,	부목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발상과	표현,	상황	표현	:	제시된	내용의	주제에	적합하도록	사실적이고	창의적으로	묘사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 사고의	전환	:	데생력과	창의력을	테스트합니다.

	 	 -	복사물	사진(컬러	또는	흑백)	+	주제어

	 	 -	켄트지	2절지를	1/2등분하여	붙여진	상태로	좌우(가로)로	표현하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  기초디자인	:	사물표현	및	조형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	복사물	사진(컬러	또는	흑백)	

	● 칸만화	:			제시된	주제에	부합하는	스토리	전개,	칸	구성	및	연출,	등장인물(캐릭터)	표현,	배경	설정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단,	칸의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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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영화학부(연극전공)	실기고사	]

실기과제 유형 및 과제 배점 출제형식

① 연기

• 제시대사 연기 :   시험 당일 학교에서 제시하는 대사를 수험생이 10분 정도 연습한 후  

연기로 표현(테스트 시간 1분 30초 이내)

• 대본연기 : 수험생이 사전에 준비한 희곡의 한 부분을 연기로 표현(테스트 시간 1분 30초 이내)

• 특기 : 수험생이 사전에 준비한 특기(노래 또는 몸동작 중 선택)를 발표(테스트 시간 1분 이내)

※ 특기에 한하여 음향 사용 가능하며, 사용할 MP3 파일만 USB에 저장하여 지참

900

•①, ② 중 택 1

② 연출·스텝

• 스토리구성능력과 창의력 평가 

  - 내용 : 제시된 제재와 조건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글쓰기

  - 분량 : 원고지 1,000자 이내

  - 시험시간 : 100분

• 구술시험 : 본인이 작성한 글쓰기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기 

900

※ 포트폴리오 및 기타자료는 일절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	실기고사	]

실기과제 유형 및 과제 배점

연출·이론·스텝

•  이야기 구성 능력 구술발표(3분) : 시험 당일 학교에서 제시한 단어 3개와 그림(혹은 사진) 3장을 바탕으로 수험생이  

대기실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구상한 후,  

   - 단어 이야기 구술 발표 : 단어 3개로 구성된 이야기를 구술로 발표(테스트 시간 1분 30초 이내) 

   - 그림(혹은 사진) 이야기 구술 발표 : 그림(혹은 사진) 3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구술로 발표(테스트 시간 1분 30초 이내)

•  질의응답 : 전공적합성 종합평가  

   - 영화연출·이론·스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기(테스트 시간 1분 이내)

※ 구술발표 전 준비시간(10분)에 구상한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한 후 발표 시에 사용할 수 있음(메모지는 발표 후 폐기)

900

※ 포트폴리오 및 기타자료는 일절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극영화학부(뮤지컬전공)	실기고사	]

실기과제 유형 및 과제 배점

뮤지컬 실기

• 연기 : 춤을 포함한 자신의 장점(안무, 아크로바틱, 개인특기)을 표출할 종합 안무 1분 30초 내외

• 노래 : ① 자유곡(느린곡) 1곡, ② 자유곡(빠른곡) 1곡

 - ①, ② 뮤지컬 곡(한국어) 각 1곡씩을 자유 선택하여 3분 30초 내외(총 2곡) 

※ 짙은 화장 금지, 머리 단정, 자유 의상 착용

※ 노래에 한하여 음향 사용 가능하며, 사용할 MP3 파일만 USB에 저장하여 지참

900

※ 포트폴리오 및 기타자료는 일절 접수받지 않습니다.

[	스포츠건강학과	실기고사	]

실기과제 배점 합계

① 윗몸일으키기 100
900

( = 300 × 3 ) 
② 지그재그런(Zigzag run) 100

③ 제자리멀리뛰기 100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실기고사에	적합한	복장과	운동화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실기고사	3개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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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	배점기준표>	

종목

배점

남자 여자

윗몸일으키기(회/1분) 지그재그런(초) 제자리멀리뛰기(cm) 윗몸일으키기(회/1분) 지그재그런(초) 제자리멀리뛰기(cm)

100 75 이상 14.0 이하 290 이상 68 이상 15.5 이하 235 이상

90 73~74 14.1~14.2 287~289 66~67 15.6~15.7 232~234

80 71~72 14.3~14.4 284~286 64~65 15.8~15.9 229~231

70 69~70 14.5~14.6 281~283 62~63 16.0~16.1 226~228

62 66~68 14.7~14.8 278~280 59~61 16.2~16.3 223~225

54 63~65 14.9~15.0 275~277 56~58 16.4~16.5 220~222

46 60~62 15.1~15.2 272~274 53~55 16.6~16.7 217~219

38 57~59 15.3~15.4 269~271 50~52 16.8~16.9 214~216

32 53~56 15.5~15.6 266~268 46~49 17.0~17.1 211~213

26 49~52 15.7~15.8 263~265 42~45 17.2~17.3 208~210

20 45~48 15.9~16.0 260~262 38~41 17.4~17.5 205~207

14 41~44 16.1~16.2 257~259 34~37 17.6~17.7 202~204

8 37~40 16.3~16.4 254~256 30~33 17.8~17.9 199~201

2 33~36 16.5 이상 253 이하 26~29 18.0 이상 198 이하

0
※  부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종목 기록측정 전 또는 기록측정 도중에 기권할 경우(“기권”, “도중 기권”표기)에는 0점으로 채점  

단, 기록측정 완료 후에는 기권불가

	 <지그재그런	검사장>	

반환점	B

⑤

③

④

②①

10M

10M

45˚

45˚

10M

⑦

⑥

반환점	C

반환점	A
출발선

도착선

양쪽	방향

회전	가능

[	사진학과	실기고사	]

실기과제 유형 및 과제 배점

포트폴리오 작품평가  

및  

사진기초이론

구술평가

•  포트폴리오 작품평가

  - 포트폴리오 : 수험생 본인이 1가지 주제로 직접 촬영하여 완성한 사진작품 총 10장 제출

  - 사진작품 크기는 은염사진 8X10인치 또는 디지털사진 A4로 제출

  -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사진작품 1장은 실기고사 후 제출하며 반환하지 않음

•  사진기초이론 구술평가

  - 사진영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전공에 관한 예술적 감성 및 적성에 대한 질의·응답

  - 제출한 포트폴리오 사진작품에 관한 질의·응답 포함 

※ 포트폴리오 작품평가와 사진기초이론 구술평가는 별도의 반영비율 없이 종합적으로 평가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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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실기	결시자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실기 성적 우수자

•  2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3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4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 검정고시 합격자간 동점자 발생 시 평균성적 우수자 우선 선발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고사장 조회  2022. 10. 14(금) / 10. 21(금)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실기고사

음악학부(작곡, 관현악)

디자인학부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사진학과

 2022. 10. 15(토)

연극영화학부(연극)  2022. 10. 15(토) ~ 16(일) 

음악학부(피아노, 성악)

연극영화학부(영화)

현대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2022. 10. 22(토)

스포츠건강학과  2022. 10. 22(토) ~ 23(일) 

연극영화학부(뮤지컬)  2022. 10. 23(일)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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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 www.neis.go.kr을 통해 본인자료 확인 및 신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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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실기/실적] 

외국어특기자전형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6

중국학과 12

- 글로벌학부 3

합계 21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영어영문학과	:	TOEIC	730점	이상

	● 중국학과	:	新HSK	4급	이상

	● 글로벌학부	:	TOEIC	730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OPIC	IM2	이상,	NEW	TEPS	315점	이상,	TOEFL	70점	이상,	IELTS	6.5급	이상

  ※ 2020. 10. 1 ～ 2022. 9. 17까지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서류 면접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70%(86.21%) 30%(13.79%)

최고점 700 300

최저점 40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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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평가

                   배점

학부(과)/과목
700 650 600 550 500 450 400

영어영문 TOEIC 930 이상 910 이상 880 이상 850 이상 810 이상 770 이상 730 이상

글로벌

TOEIC 900 이상 880 이상 850 이상 820 이상 790 이상 760 이상 730 이상

 TOEIC SPEAKING 16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 130 이상 - 120 이상

OPIC IH 이상 IM3 이상 - - IM2 이상 - -

New TEPS 435 이상 415 이상 386 이상 362 이상 343 이상 329 이상 315 이상

TOEFL 88 이상 85 이상 82 이상 79 이상 76 이상 73 이상 70 이상

IELTS 8.0 이상 7.5 이상 - - 7.0 이상 - 6.5 이상

중국 新HSK
6급 5급 4급

261 이상 221 이상 180 이상 241 이상 180 이상 241 이상 180 이상

다. 면접고사

	● 면접방법	:	평가위원	2인	이상이	수험생을	평가합니다.

	● 면접내용	: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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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면접	결시자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서류 성적 우수자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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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고사장 조회  2022. 10. 28(금)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면접고사  2022. 10. 30(일)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15:00

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없음

※ www.neis.go.kr을 통해 본인자료 확인 및 신청

•  지원자 전체 •  공인외국어시험성적 1부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외국 고등학교 수학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영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 첨부

※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시 2023. 2. 17(금)까지 졸업증명서 1부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 고교 소재국 지정기관

※ 영사확인 :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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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술종합대학 스포츠건강학과 12

[종목별	모집인원]

모집인원

야구

레슬링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유격수 3루수 2루수 중견수

12 2 2 1 1 1 1 4

※ 2024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전형에서 레슬링 종목 모집이 중단됩니다.

0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대안학교 및 외국고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동등 학력자는 지원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 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종목 지원자격

야구

① 투수 : 당해연도 팀시합 10이닝 이상 출전선수로서 방어율 8점 이하 선수

② 타자 : 당해연도 팀시합 30타석 이상 출전선수로서 타율 1할 이상 선수 

 [※ 포수, 내야수(유격수, 3루수, 2루수), 외야수(중견수)는 각 포지션별 2/3 이상 출전한 선수]

③ 당해연도 및 전년도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상비군대표

레슬링(남)
① 최근 3년간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② 최근 2년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대표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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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총점 구분  학생부 교과 출결 서류 면접

일괄합산 1,000

비율(실질반영비율) 20%(12.12%) 10%(6.06%) 60%(75.76%) 10%(6.06%)

최고점 200 100 600 100

최저점 168 84 400 84

나.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출결

100 66.67 33.33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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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 출결	성적	산출	방법				

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상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 미인정결석 일수만 반영합니다.

※ 미인정지각·조퇴·결과는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합니다.

다. 서류평가

배점 야구 레슬링

600점

•  투수 : 당해연도 팀시합 30이닝 이상 출전선수로서 방어율 5.0 이하

•  타자 : 당해연도 팀시합 70타석 이상 출전선수로서 타율 3할 이상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대표

•  당해연도 전국대회 1위 입상자

•  최근 2년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대표

550점
•  투수 : 당해연도 팀시합 25이닝 이상 출전선수로서 방어율 6.0 이하

•  타자 : 당해연도 팀시합 60타석 이상 출전선수로서 타율 2할8푼 이상

•  당해연도 전국대회 2위 입상자

•  전년도 전국대회 1위 입상자

500점
•  투수 : 당해연도 팀시합 20이닝 이상 출전선수로서 방어율 6.5 이하

•  타자 : 당해연도 팀시합 50타석 이상 출전선수로서 타율 2할5푼 이상

•  당해연도 전국대회 3위 입상자

•  전년도 전국대회 2위 입상자

450점
•  투수 : 당해연도 팀시합 15이닝 이상 출전선수로서 방어율 7.0 이하

•  타자 : 당해연도 팀시합 40타석 이상 출전선수로서 타율 2할 이상
•  전년도 전국대회 3위 입상자

400점
•  투수 : 당해연도 팀시합 10이닝 이상 출전선수로서 방어율 8.0 이하

•  타자 : 당해연도 팀시합 30타석 이상 출전선수로서 타율 1할 이상

•  최근 3년간 전국대회 단체 1~3위 입상자

•  전전년도 전국대회 1~3위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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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접고사

	● 면접방법	:	평가위원	3인	이상이	수험생을	평가합니다.

	● 면접내용	:	인성,	소질	및	적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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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선발원칙 

가. 합격자 선발

	●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우리	대학의	심사	결과	결격(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면접	결시자	등)	판정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나.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 우선순위

해당학과

•  1순위 : 서류 성적 우수자

•  2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  3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4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  5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  6순위 : 국·영·수 교과 6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7순위 : 국·수 교과 4과목 이수단위 합계(교과별 2과목)

•  8순위 : 탐구 교과 2과목 이수단위 합계

다. 중복합격자 처리 방법

	● 동일학과	2개	이상의	전형에서	중복합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1개의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나머지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 동일학과	중복합격자	선발	순서

	 	 -	장학금	해당자는	장학금	해당	전형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①	저소득층전형	>	②	농어촌전형	>	③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④	특기자전형	>	⑤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⑥	실기특별전형	>	⑦	특성화고교과전형	>	

⑧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⑨	일반계고면접전형	>	⑩	일반계고교과전형	>	⑪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⑫	지역인재전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자의	경우	선	합격한	전형을	합격	처리하고	추가로	합격된	전형은	등록	포기	처리합니다.

05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2. 9. 13(화) ~ 17(토) 18:00 • http://ipsi.ks.ac.kr

서류 제출 2022. 9. 13(화) ~ 19(월) 17:00 • 입학관리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고사장 조회  2022. 10. 28(금) 

• 입시홈페이지 공지

•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19쪽 참조
면접고사  2022. 10. 30(일)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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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지원자 전체
• 지원자격 확인서 1부(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 경기실적 증명서 1부(발급처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한 유일본인 경우 원본 제시 후 원본대조필 가능(본교 입학관리팀 확인)

나. 제출장소 :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정보관	101호	입학관리팀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다. 제출기한

	● 우편	제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수취인	후납	부담으로	발송하기	바랍니다.(착불	불필요)

	 	 -	 2022.	9.	19(월)	우편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방문	제출

	 	 -	 2022.	9.	19(월)	17:00까지	입학관리팀(정보관	101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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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학년별 반영비율 및 반영학기

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반영학기
1~3학년 교과 비교과

전체전형 100 100 -

• 5학기(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학교생활우수자전형 100 100(종합평가)

체육특기자전형 100 66.67 33.33(출결)

02   지정교과 및 과목선택 방법

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방법 비고(공통)

해당학과 10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기타교과에서 각 2과목

※ 진로선택과목은 기타교과에서 최대 1과목 반영 가능

※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A : 2등급, B : 4등급, C : 6등급) • 과목은 학기 기준

•   3-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졸업자 포함)

• 등급이 표기된 과목에 한함
약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한국사 포함) 전과목

- {∑[(과목별 등급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이수단위) + 가산점} × 10
※ 진로선택과목 상위 3과목을 평균하여 가산점으로 반영(A : 0.5, B : 0.3, C : 0.1)

※ 2021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및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 등은 우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특목고 등 고교유형별 상이한 교과구분에 따른 해당교과목은 우리 대학교 심의를 거쳐 인정함

03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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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04   체육특기자 출결 성적 배점표

결석일수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상

반영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 미인정결석 일수만 반영합니다.

※ 미인정지각·조퇴·결과는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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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특성화고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내신 산출방법

가. 과목별 ‘석차등급’대신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전문교과의 내신성적 산출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로	구한	Z-점수((원점수-평균)÷표준편차)의	정규분포	확률누적값	p(z)를	계산	혹은	정규분포표에서	적용하여	1-p(z)로	

백분위	계산하고	석차백분율을	구한	후,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산출합니다.

	 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	전문교과가	‘석차등급’	대신	‘성취도(A,B,C,D,E,F)’로	표시된	경우	

			 ②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	중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까지도	제공되지	않는	과목은	내신	반영이	불가합니다.	

나. 성취평가제 과목의 내신등급 산출표

등급 Z점수 범위 석차백분율(근사값) 등급 Z점수 범위 석차백분율(근사값)

1 3.00 ~ 1.76 0.13 ~ 3.92 6 -0.26 ~ -0.73 60.26 ~ 76.73

2 1.75 ~ 1.23 4.01 ~ 10.93 7 -0.74 ~ -1.22 77.04 ~ 88.88

3 1.22 ~ 0.74 11.12 ~ 22.96 8 -1.23 ~ -1.75 89.07 ~ 95.99

4 0.73 ~ 0.26 23.27 ~ 39.74 9 -1.76 ~ -3.00 96.08 ~ 99.87

5 0.25 ~ -0.25 40.13 ~ 59.87

다. 성취평가제 과목의 내신등급 산출 예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z-점수 p(z) 백분위(1-p(z)) 석차백분율 석차등급

95 82 12.8 1.02 0.8461357696 0.1539 15.395 3

06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성적 반영방법

검정고시

합격점수

96.01
~

100.00

92.01
~

96.00

88.01
~

92.00

84.01
~

88.00

80.01
~

84.00

75.01
~

80.00

70.01
~

75.00

65.01
~

70.00

65.00
 

이하

반영점수 1,000 980 960 940 920 900 880 860 840

※ 교과성적 최종성적은 전형별 교과 성적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07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 교과성적 반영방법

	● 사회배려대상자전형,	저소득층전형

			 ①	기타	동등	학력자의	경우	석차,	원점수,	백분위	점수에	의한	비교내신	산출

			 ②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상	백분위	점수가	없는	경우	본교	백분위	환산점수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

08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산출 방법(예시)

	● 1단계	:	<교과	성적	등급별	배점표>에	따라	지정교과	8과목,	선택교과	2과목의	등급별	점수를	모두	더하면	1,000점	만점의	기본점수가	산출됨

	● 2단계	:			1단계	점수(1,000점	만점)에	전형별	교과성적	반영비율을	곱하면	해당	전형별	교과성적을	산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단계	점수가	985점인	학생이	교과	80%를	반영하는	일반계고면접전형에	지원한	경우(985×0.8=788.0)의	교과성적이	산출됨



2023학년도 경성대학교 수시모집요강 75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01   복수지원 범위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 	우리	대학은	수시모집	6회	지원	가능	범위에서	전형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한	전형에는	한번만	지원	가능하며	전형을	달리할	경우	중복지원	가능)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	상	6회	이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포함됨)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사항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동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02   부정행위자 처리 및 합격/입학 취소

	● 원서접수	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	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충원합격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3회 통화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충원합격 통보가 불가능한 자는 미등록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충원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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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형 관련 유의사항

	● 면접고사, 실기고사의 응시순서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전형일정의 중복을 피하여 지원바랍니다.

	● 면접고사,	실기고사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각종	고사	실시	중에	수험생은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개인통신	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합격여부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는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기한 내 미등록 시 입학이 취소되며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시	모집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정원외	포함)

	● 입학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입영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예외)

	● 입학전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0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지원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연락처,	이메일주소,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환불계좌번호	등

	 	 -	학교	정보	: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통계업무 및 오리엔테이션 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입학전형 자료 및 제출서류는 일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입학관리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51)663-5555 / FAX : (051)663-4038 / 입시홈페이지 : http://ipsi.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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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료

01   등록 포기

	● 	본교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을	마친	후	등록(등록예치금	납부자	포함)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입시홈페이지	

(http://ipsi.ks.ac.kr)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 타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할	합격자는	타	대학의	통보를	받은	즉시	본교	입학관리팀(☎	051-663-5555)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02   등록(예치)금 환불

	● 환불	신청기간	:	2022.	12.	20(화)		~		2022.	12.	26(월)	20:00까지(수시등록	기간	이후의	환불은	정시	환불기간에만	가능)

	● 환불	절차

본교	입시홈페이지

(http://ipsi.ks.ac.kr)

수험생정보조회	로그인	후	

환불신청서	작성

	▶
신청확인	및	전화녹취

(입학관리팀)
	▶

환불승인

(경리팀)
	▶

계좌이체

(경리팀)

03   본교 입학 이후 등록금 환불

	● 입학일	이후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	중대	사실	누락	등의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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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Ⅱ. 전형별 모집인원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Ⅳ. 세부 전형별 안내

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Ⅵ. 지원자 유의사항

Ⅶ.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Ⅷ. 전형료

Ⅷ. 전형료

01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및 전형료

가. 접수기간 :	2022.	9.	13(화)	~	9.	17(토)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ipsi.ks.ac.kr	/	별도의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전형별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 면접고사 실기고사 금액(원) 비고

학생부교과

일반계고면접전형 ○ - 40,000
•  단계별 일괄 징수 : 전형료 40,000원 

(1단계 32,000원, 2단계 8,000원)

일반계고교과전형 - - 32,000 -

지역인재전형 - - 32,000 -

지역인재(저소득층)전형 - - 32,000
•  면제·감액 : 입학전형료 32,000원 

(면제·감액 32,000원)

특성화고교과전형 - - 32,000 -

사회배려대상자전형 - - 32,000
•  면제·감액 : 입학전형료 32,000원 

(면제·감액 32,000원)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 32,000 -

농어촌전형 - - 32,000 -

저소득층전형 - - 32,000
•  면제·감액 : 입학전형료 32,000원 

(면제·감액 32,000원)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전형 - - 40,000 -

실기/실적
실기특별전형 - ○ 65,000 -

특기자전형 ○ - 40,000 -

라. 전형료 결제방법 : 접수처	내	결제방법	참조

02   전형료 환불

	● 1단계	불합격자(일반계고면접전형)는	면접료	8,000원을	환불합니다.

	● 천재지변,	지원자격미달,	기타	수험생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사회배려대상자(국가보훈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응시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전형료 환불 대상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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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01   일반계고면접전형 / 지역인재전형(약학과)

대학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지원율 충원합격

전형점수 참고자료

교과평균

(900)

면접평균

(100)

교과등급평균 

(10과목)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29 3.2 31 832.5 92.0 4.8
글로컬문화학부 27 4.3 32 842.3 92.9 4.2
영어영문학과 20 4.6 26 837.0 92.3 4.5
중국학과 17 2.4 12 831.3 96.3 4.8
문헌정보학과 11 5.2 6 856.5 93.2 3.4
유아교육과 7 6.9 5 865.0 98.1 2.9
윤리교육과 4 6.3 5 869.0 97.8 2.7
심리학과 7 7.6 6 860.7 95.9 3.2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4 3.5 7 842.1 95.8 4.2
경찰행정학과 14 10.1 15 859.0 93.3 3.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9 9.9 16 861.2 93.3 3.2
광고홍보학과 11 6.7 13 851.2 95.6 3.7
사회복지학과 16 6.7 19 853.8 92.9 3.6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23 3.2 21 839.5 91.8 4.4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 11 6.0 13 845.8 92.7 4.0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 11 4.2 11 844.5 93.2 4.1
경영학과 35 4.6 43 844.5 92.7 4.1
국제무역통상학과 20 3.3 22 842.0 92.4 4.2
회계학과 20 3.3 17 843.1 92.6 4.2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11 2.8 6 830.1 94.4 4.9

이과대학

응용수학과 8 2.4 3 804.6 92.7 6.3
화학신소재학과 10 2.5 5 819.4 97.4 5.5
에너지과학과 10 2.3 7 813.0 96.7 5.8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11 3.5 20 828.3 92.7 5.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1 2.6 13 834.1 93.9 4.7
환경공학과 11 3.4 17 832.5 96.3 4.8
토목공학과 11 3.6 16 821.8 94.3 5.3
도시공학과 11 3.1 8 834.4 96.6 4.7
건축학과 10 8.0 16 847.4 93.8 3.9
실내건축학과 8 8.0 10 845.8 96.8 4.0
산업경영공학과 11 2.9 11 823.7 95.5 5.2
신소재공학과 10 5.1 22 827.6 92.9 5.0
전기공학과 13 3.9 23 833.0 91.7 4.7
전자공학과 11 3.6 10 835.0 94.6 4.6
컴퓨터공학과 14 6.3 8 851.9 92.4 3.7
소프트웨어학과 13 4.2 14 839.2 92.9 4.4
정보통신공학과 12 2.4 10 826.4 95.3 5.1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5 34.6 28 991.5(1,000) - 1.5

예술종합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부 7 8.7 12 860.9 92.0 3.2
미디어콘텐츠학과 7 8.1 3 856.0 94.6 3.4
패션디자인학과 12 4.9 11 851.6 93.2 3.7

생명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 8 14.6 15 867.2 97.3 2.8
식품생명공학과 11 4.0 18 829.5 91.5 4.9
식품영양학과 11 4.9 13 840.2 95.4 4.3
반려생물학과 7 6.3 4 850.5 96.2 3.8
화장품학과 7 6.1 6 840.6 96.0 4.3
스마트바이오학과 8 3.3 5 825.4 97.1 5.1
제약공학과 10 5.4 17 846.6 92.1 4.0

※ 최종등록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약학과의 교과등급 평균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전과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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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반계고교과전형

대학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지원율 충원합격

참고자료

교과등급평균

(10과목)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41 5.8 117 4.3
글로컬문화학부 35 9.6 103 4.0
영어영문학과 29 4.5 89 4.5
중국학과 26 4.0 70 4.5
문헌정보학과 16 6.9 45 3.3
유아교육과 12 11.0 30 2.6
윤리교육과 4 9.0 6 2.2
심리학과 13 9.3 26 2.5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 7.4 34 3.5
경찰행정학과 19 11.0 69 2.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 10.5 54 3.1
광고홍보학과 15 16.5 54 3.1
사회복지학과 22 13.3 75 3.3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30 4.9 98 4.5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 15 12.8 64 3.4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 14 8.0 38 3.8
경영학과 49 10.0 211 3.6
국제무역통상학과 30 5.1 89 4.0
회계학과 30 5.1 89 4.1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14 4.1 44 4.3

이과대학

응용수학과 11 2.9 21 4.8
화학신소재학과 13 5.9 59 4.6
에너지과학과 13 3.3 30 5.8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15 11.7 108 3.9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5 5.1 61 5.0
환경공학과 16 5.3 67 4.6
토목공학과 16 7.5 51 4.5
도시공학과 16 4.9 61 4.7
건축학과 14 8.4 44 3.5
실내건축학과 12 13.3 50 3.5
산업경영공학과 15 6.4 56 4.7
신소재공학과 17 5.8 71 4.7
전기공학과 20 11.4 82 3.8
전자공학과 16 8.1 65 3.9
컴퓨터공학과 20 9.2 60 3.3
소프트웨어학과 19 8.5 57 3.8
정보통신공학과 15 5.4 39 4.5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5 33.0 22 1.5

예술종합대학

연극영화학부(영화) 10 3.7 7 3.1
영상애니메이션학부 10 7.4 29 3.3
미디어콘텐츠학과 7 8.7 9 3.2
패션디자인학과 17 6.4 31 3.5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29 11.3 44 2.3
물리치료학과 11 19.6 55 2.4
식품생명공학과 16 6.8 49 4.3
식품영양학과 15 16.4 54 3.9
반려생물학과 12 11.2 41 3.5
화장품학과 12 9.7 45 3.7
스마트바이오학과 11 9.2 27 4.7
제약공학과 13 8.0 6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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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대학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지원율 충원합격

전형점수 참고자료

학생부평균

(700)

면접평균

(300)

교과등급평균 

(전과목)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17 3.1 18 495.8 206.0 5.6
글로컬문화학부 16 3.6 13 522.1 249.8 5.5
영어영문학과 13 2.8 12 362.8 214.0 6.3
중국학과 12 2.2 6 467.0 244.0 6.0
문헌정보학과 8 6.1 12 574.7 226.8 4.7
유아교육과 6 10.2 5 649.5 257.6 3.8
윤리교육과 4 10.3 1 635.3 291.0 3.7
심리학과 6 4.8 6 485.0 228.7 5.2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9 3.3 2 502.8 229.9 5.4
경찰행정학과 9 8.6 6 553.2 228.9 4.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 8.8 2 623.3 268.7 4.3
광고홍보학과 7 7.1 6 615.0 256.6 4.7
사회복지학과 12 6.6 5 586.5 247.5 4.9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14 2.9 8 451.0 143.4 5.9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 7 6.9 12 551.8 195.2 5.2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 7 4.1 3 580.0 286.6 5.4
경영학과 19 3.1 21 439.2 187.6 5.7
국제무역통상학과 13 2.9 8 483.5 217.9 5.9
회계학과 13 2.8 8 442.5 228.2 6.1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9 1.3 1 485.6 209.1 6.5

이과대학
응용수학과 7 1.1 0 531.4 241.4 6.6
화학신소재학과 9 1.2 0 412.1 280.4 6.5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8 2.6 5 447.8 184.8 5.9
메카트로닉스공학과 8 1.8 4 408.6 150.0 6.0
환경공학과 8 1.5 0 396.4 247.1 7.0
토목공학과 8 2.5 5 405.7 185.7 6.5
도시공학과 8 1.8 1 502.5 261.0 6.8
건축학과 7 4.9 3 595.0 226.5 5.3
실내건축학과 7 5.1 4 560.3 256.6 5.3
산업경영공학과 8 1.4 0 505.2 254.5 6.8
신소재공학과 8 2.3 2 400.3 215.1 6.7
전기공학과 9 2.8 5 487.5 234.0 5.7
전자공학과 7 2.0 0 475.1 151.5 6.1
컴퓨터공학과 9 3.8 9 446.4 196.9 5.5
소프트웨어학과 10 2.6 6 507.9 239.8 6.0
정보통신공학과 8 2.0 3 430.1 185.6 6.4
영상애니메이션학부 6 5.5 2 523.4 259.1 4.7
미디어콘텐츠학과 7 5.4 1 579.0 252.4 4.7

예술종합대학

패션디자인학과 12 5.3 10 568.2 270.0 5.5
간호학과 10 16.4 3 602.9 294.9 4.0
물리치료학과 5 14.6 2 597.5 252.6 4.0

생명보건대학

식품생명공학과 7 2.4 7 472.5 242.0 6.5
식품영양학과 7 4.3 5 455.3 209.5 6.5
반려생물학과 7 5.3 4 571.8 269.3 5.4
화장품학과 7 3.6 5 495.4 228.6 5.7
스마트바이오학과 8 2.8 6 544.3 233.2 6.8
제약공학과 7 2.7 4 395.5 249.1 6.3

- 글로벌학부 3 3.7 2 416.5 247.1 6.4

※ 상기 교과등급(전과목) 평균은 단순 참고사항이며,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평가 시 교과등급은 정량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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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성화고교과전형

대학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지원율 충원합격

참고자료

교과등급평균

(10과목)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3 5.7 2 1.5

글로컬문화학부 3 5.0 4 2.4

영어영문학과 4 5.0 6 2.1

중국학과 5 3.8 1 2.5

문헌정보학과 2 7.5 1 2.2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 4.5 1 2.7

경찰행정학과 2 15.0 4 1.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6.7 3 1.8

광고홍보학과 3 6.3 1 1.8

사회복지학과 2 22.0 7 2.2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5 7.0 5 2.2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 3 9.7 13 2.4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 3 8.0 4 1.7

경영학과 5 10.6 22 2.5

국제무역통상학과 5 5.8 2 1.5

회계학과 5 5.0 7 2.0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2 4.0 1 2.1

이과대학

응용수학과 2 2.5 3 4.0

화학신소재학과 2 3.5 4 3.6

에너지과학과 2 3.0 3 4.4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3 7.0 8 2.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 6.0 3 3.3

환경공학과 2 3.5 1 3.3

토목공학과 2 7.0 5 3.4

도시공학과 2 4.0 2 2.4

건축학과 1 11.0 3 2.0

실내건축학과 1 11.0 0 2.1

산업경영공학과 3 4.0 5 2.6

신소재공학과 2 5.0 4 3.0

전기공학과 3 11.0 8 1.8

전자공학과 2 6.0 4 1.7

컴퓨터공학과 3 12.7 6 1.3

소프트웨어학과 2 11.0 9 2.0

정보통신공학과 2 4.0 3 4.1

예술종합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3 10.3 9 2.4

패션디자인학과 4 6.8 8 2.3

생명보건대학

식품생명공학과 2 4.5 7 1.2

식품영양학과 2 9.0 6 2.9

반려생물학과 1 12.0 2 3.3

화장품학과 1 6.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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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농어촌전형

대학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지원율 충원합격

참고자료

교과등급평균

(10과목)

문과대학

인문문화학부 3 2.7 1 4.3

글로컬문화학부 3 2.3 2 4.9

영어영문학과 2 4.0 4 5.1

중국학과 3 1.3 1 4.4

문헌정보학과 2 4.0 4 4.2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 5.0 0 2.9

법학과 3 2.0 3 4.7

경찰행정학과 2 8.5 4 2.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10.0 0 3.0

광고홍보학과 1 4.0 0 4.2

사회복지학과 2 9.0 3 3.7

상경대학

경제금융물류학부 4 3.0 7 4.6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 2 5.0 6 4.3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외식서비스경영학) 1 4.0 0 3.9

경영학과 5 3.4 7 4.4

국제무역통상학과 4 2.0 3 5.0

회계학과 4 3.5 5 4.2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1 2.0 1 6.1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2.0 1 6.4

토목공학과 2 3.0 4 5.8

건축학과 1 6.0 1 4.3

실내건축학과 1 4.0 0 4.2

신소재공학과 1 3.0 0 4.5

전기공학과 2 2.5 2 3.7

전자공학과 2 2.0 2 5.4

컴퓨터공학과 1 5.0 0 3.0

소프트웨어학과 1 4.0 2 4.7

정보통신공학과 1 2.0 0 4.5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1 17.0 0 1.7

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 1 11.0 1 3.2

연극영화학부(연극) 1 5.0 0 3.4

연극영화학부(영화) 1 6.0 0 2.8

영상애니메이션학부 2 10.5 10 4.0

미디어콘텐츠학과 1 3.0 0 4.2

스포츠건강학과 1 10.0 4 4.2

패션디자인학과 2 10.5 1 3.8

생명보건대학

간호학과 1 9.0 1 3.0

물리치료학과 1 16.0 1 2.4

반려생물학과 1 4.0 2 4.9

제약공학과 1 6.0 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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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장학 프로그램 안내

01   교내장학금

가. 신입생 장학금

순

번
장학금명칭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성적 세부내용

1

입

학

성

적

우

수

장

학

금

계열별

수석

정시

(약학  

제외)

3.5 이상

•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2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로서 계열별 최고점자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및 학기별 150만 원(연 300만 원) 도서구입보조비 지급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재학 중 1회)

수업료 전액+

도서구입비+

해외어학

연수지원(1회)

3.5 이상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열별 최고점자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재학 중 1회)

수업료 전액+

해외어학

연수지원(1회)

정시

(약학)
3.5 이상

•  약학과(정시) 최고점자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재학 중 1회)

수업료 전액+

해외어학

연수지원(1회)

단과

대학별

수석

정시

(약학 

제외)

3.5 이상

•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2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로서 단과대학별 최고점자

 -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학기별 100만 원(연 200만 원) 도서구입보조비 지급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재학 중 1회)

수업료 전액+

도서구입비+

해외어학

연수지원(1회)

3.5 이상

•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1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로서 단과대학별 최고점자

 - 2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재학 중 1회)

수업료 전액+

해외어학

연수지원(1회)

-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과대학별 최고점자

 - 입학 시 등록금 전액 지급
수업료 전액

정시

(약학)
3.5 이상

•  약학과(정시) 차점자

 - 2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

 -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재학 중 1회)

수업료 전액+

해외어학

연수지원(1회)

학부

(과) 

입학 

우수

수시/

정시

합격인원의 

10% 이내
•  모집단위별 합격인원의 10% 이내 입학 시 수업료 전액 지급 수업료 전액

합격인원의 

30% 이내
•  모집단위별 합격인원의 30% 이내 입학 시 수업료의 1/2 지급 수업료 1/2

합격인원의 

50% 이내
•  모집단위별 합격인원의 50% 이내 입학 시 수업료의 1/3 지급 수업료 1/3

선발

가. 장학금은 최초 합격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승계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계열별 및 단과대학별 수석은 재학 중 매학기 수강신청 전체 학점을 취득하고 3.5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성적미달 학기는 장학금(등록금 및 도서구입보조비)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혜횟수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장학금(등록금) 수혜자만 도서구입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학부(과) 입학 우수 장학금 해당 전형

  - 수시 : 일반계고면접전형, 지역인재전형, 일반계고교과전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실기특별전형

  - 정시 : 일반전형, 실기특별전형

※ 학부(과) 입학우수장학금 대상 인원 수는 계열별 및 단과대학별 수석장학금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 장학금제도는 【장학금지급에관한규정】 및 【장학금지급에관한시행세칙】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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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입생 기타 장학금

순

번
장학금 명칭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성적 세부내용

1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격취득자가 소정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함 수업료 전액

2
부산·경남·울산

교직원자녀
- 부산·경남·울산 교육기관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3 교직원직계자녀 -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전액

4 2인 이상 재학 - 우리 대학교(학부 과정)에 2인 이상이 재적 중인 경우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1/4

5 경성1유형 - 국가장학금(1유형)을 수혜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0구간)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전액

6 하나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학생(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복지카드사본 제출) 소정액

7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관련법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며, 자격취득자가 소정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함
수업료 전액

다. 재학생 장학금(재학 시는 각 장학종목에 따른 일정한 성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순

번
장학금 명칭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성적 세부내용

1 입학성적우수
3.5
이상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전액

2 성적우수마일리지
3.0
이상

학부(과)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재학인원의 약 15% 이내)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3 교직원직계자녀
2.5
이상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전액

4 근로(교내/국가)
1.6
이상

교내/국가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5 경성미래드림
1.6
이상

기초생활수급자(0구간) 중 직전학기 성적(평점1.6~2.59)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1/3

6 경성1유형
2.6
이상

국가장학금(1유형)을 수혜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0구간)로 직전학기 성적(평점2.6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전액

7 경성드림 -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8 국가고시합격자
2.0
이상

재학 중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변리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9 국가유공자
1.6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격취득자가 소정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함 수업료 전액

10 새터민
1.6
이상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격취득자가 소정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함 수업료 전액

11
부산·경남·울산

교직원자녀

2.5
이상

부산·경남·울산 교육기관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12 봉사
1.5
이상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13 MCC
2.0
이상

교내 언론사(MCC)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2/3

14 2인 이상 재학
2.5
이상

우리 대학교(학부 과정)에 2인 이상이 재적 중인 경우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1/4

15 학군단우수
2.5
이상

학군단장이 추천하는 우수/간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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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장학금 명칭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성적 세부내용

16 하나학생
1.6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학생(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17 하나도우미
2.0
이상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사람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 소정액

18 홍보대사 -
대학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19 사생자치 -
사생자치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0 성적향상성취 - 학업 성취율을 높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1 취업역량강화 -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2 글로벌역량지원 -
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3 교육역량강화 - 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4 창업 -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5 포상·시상 -

•  우리 대학교 주최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사람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다만, 장학부서와 

협의 후 확정된 대회만 인정함)

•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총장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장학금

소정액

26 현장실습 -
현장 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장려를 위해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27 기금 -
기금재원으로 진행하며, 학생에게 생활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함
소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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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외장학금

순

번
장학금 명칭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선발방법)

1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대학자체선발기준에 충족하는 2학년 이상 학생 일정액(추천)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학생 일정액(지정)

3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학교 추천을 받은 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 학생 일정액(추천)

4 희망플러스 기부자가 있는 학과 중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정액(추천)

5 농어촌희망재단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일정액(지정)

6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 일정액(지정)

7 아산사회복지재단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전액(지정)

8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각 지역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일정액(지정)

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 일정액(추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학생 일정액(지정)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학생 일정액(지정)

12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학생 일정액(지정)

13 부산광역시 진구 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학생 일정액(지정)

14 부산광역시 중구 보호자가 중구에 3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 일정액(지정)

15 (재)부산진구장학회 보호자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생 일정액(지정)

16 (재)행복영도장학회 6개월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학생 일정액(지정)

17 대삼장학회 학부모 또는 학생이 남구 대연3동에 주소를 둔 학생 일정액(지정)

18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 지역사회에 헌신 및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일정액(지정)

19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보호자가 김해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20 경상남도 거창군장학회 부모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정액(지정)

21 경상북도 포항시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22 (재)경주시장학회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경주시 관내 거주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총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지정)

23 (재)울산인재육성재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울산에 거주하는 학생 일정액(지정)

24 매천장학회 부산지역의 저소득 대학생 일정액(지정)

25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울산에 거주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26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대학 추천받은 학생 일정액(지정)

27 형애장학재단장학금 대학 총장 또는 재단이 지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은 2학년 이상 학생 일정액(지정)

28 KRX DREAM 학자금 지원 0~3구간인 1~3학년 학생 일정액(지정)

29 성장장학재단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재단 선발 학생 일정액(지정)

30 한국방정환재단 웰컴금융그룹 고객 본인 및 고객 자녀 중 평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31 S&T장학재단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또는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열 학생 중 대학 추천받은 

학생
전액(지정)

32 공익재단대선 사회복지학과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일정액(지정)

33 롯데삼동복지재단 본인 또는 부모가 울주군에 거주하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일정액(지정)

3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학과 4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정액(지정)

35 수림재단장학금 자연과학계열 전공생 중 재단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 일정액(지정)

36 순산기념사업회 기독교 종교를 가진 학생 일정액(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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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장학금 명칭 수혜자격요건

지급액

(선발방법)

37 석성장학회 모범적인 성행공적이 있는 학생 일정액(지정)

38 농협장학금 학비조달이 어려우며 대학 추천받은 학생 일정액(지정)

39 전기공사공제조합 보호자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40 한국나눔장학재단 학비조달이 어려우며 대학 추천받은 학생 일정액(지정)

41 지헌장학재단 3-4학년의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일정액(지정)

42 금샘문화재단 학비조달이 어려우며 대학 추천받은 학생 일정액(지정)

43 주리원장학재단 학성이씨 후손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44 하나금융나눔재단 학업여건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일정액(지정)

45 메가엠디(주) 메가엠디(주)에서 추천한 약학과 신입생 일정액(지정)

4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가족의 자녀 일정액(지정)

47 산학협동재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대학 신입생(의/약학/예체능제외) 전액(지정)

※ 교내외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요건은 신설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51)663-405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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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부 안내
90	 내게	꼭	맞는	단과대학	찾기

92	 문과대학

94	 사회과학대학	

95	 산학혁신융합대학

96	 상경대학	

98	 공과대학	

101	 약학대학	

102	 예술종합대학	

104	 글로벌학부	

105	 생명보건대학	

우리 함께 
더 멋진 미래를 

경성대학교 
대학/학부 안내



START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TMI를 즐깁니다

남을 설득하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활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무난한것보다

톡톡 튀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오는 날에는

감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똘끼’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주변을 깔끔하게 하고

공부를 합니다.

평소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가능성이 없을 경우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승부사형에게  

추천합니다!

상경대학 

p 96

내게 꼭 맞는 단과대학 찾기

START

단 과 대 학 안 내

90

K-POP등 한류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불도저형에게 

추천합니다!

예술종합대학 

p 102

탐험가형에게 

추천합니다!

글로벌학부 

p 104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철학자형에게  

추천합니다!

문과대학

p 92

마당발형에게  

추천합니다!

사회과학대학 

p 94

트렌드셰터에게  

추천합니다!

산학혁신융합대학 

p 95

완벽주의형에게 

추천합니다!

공과대학 

p 98

대장형에게 

추천합니다!

약학대학 

p 101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숫자에 민감한 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즐겁지만

피곤합니다.

체크셔츠를

좋아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보살피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과와 이과중

문과가 더 잘 맞습니다.

연구자형에게  

추천합니다!

생명보건대학 

p 105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

경성대학교는 물론 그런 너를 위해 탄탄한 교육역량을 갖춘 

다양한 학문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지. 아, 물론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재미로 본다는 것을 잊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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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YES

NO NO

YES

YES

YES

NO

NO

NO

NO

YES

YES

YE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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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K-콘텐츠처럼 세계적인 호응을 받는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어 갑니다.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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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어국문학 트랙>, <한국어교사 트랙>, <스토리

텔링 창작 트랙> 등을 이수하여 국어교육 분야, 출

판·편집 전문가, 언론 분야, 방송작가, (디지털)문화

콘텐츠 제작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국어 중등교사, 언론출판인,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시인, 카피라이터, 문화예술기획자 등

“여러 시대의 다양한 글을 보고 배움으로써 창의성이 무

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하는 능

력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18학번 이진희)                

일어일문학전공

실용일본어,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분야 등

으로 나누어져 있어, 실용 일본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선택과 심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졸업 후 진로  관광가이드, 무역회사 및 해운회사, 국

내외 호텔, 관세사 등

“일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세한 일본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심화과정을 거쳐 외국어를 사용

하는 다양한 직무에서 활약 가능합니다.” (17학번 고재원)

역사문화학전공

선호도에 따라 한국사와 동양사 그리고 서양사를 

폭넓게 또는 심도 있게 이수할 수 있으며, 개별 지

역사와 연관된 한문과 외국어 능력, 정보처리 능력

도 익힐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중등학교국사교사, 문화재 전문가, 역

사 연구원, 학예사(큐레이터) 등

“한국사 외 여러 동양, 서양사를 깊게 배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는 언어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사를 통해 문화재 탐방을 몸소 체험

함으로써 역사를 바라보는 식견을 높일 수 있습니다.”    

(17학번 박서준)

글로컬문화학부
융복합 기반의 인문학 교육과정을 새로이 구축하

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기획학, 문화콘텐츠학, 문화

서비스학 3개 전공의 유기적 학습 효과를 발전시

켰습니다. 창의교육으로 창조·혁신의 시대를 선도

하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며, 융합과 다양성 시대

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인재

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문화예술경영 마케팅 전문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기업 문화부 마케팅 전문

가, 문화브랜딩 전문가 등

“내가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 나의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주면서 다른 것에선 느낄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17학번 김민석)

영어영문학과

국제화 시대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

용영어능력,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

는 인문학적 감수성, 현대 영미 사회의 동향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춘 균형감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 및 외국계 기업, 국내외 항공

사, 호텔·관광계열, 공공기관, 영어교사(학교 및 학원)

“영문학에 대한 견해와 지식을 넓혀가며 영어에 대한 자

존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

들 수 있었습니다.” (15학번 이승주)

중국학과

글로벌 차이나 시대를 선도하는 중국학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은 중국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

과 수준 높은 중국어 구사능력, 국제적 감각을 겸

비한 중국학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호텔·항공서비스, 관광통역안내원, 무

역사무원, 번역가, 의료코디네이터, 중고등학교 중국

어교사, 여행사무원, 통역가 등

“글로벌 세계로 향한 한걸음!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교수

진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중국 지역 전문가에 더욱더 가

까워지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19학번 김현지)

문헌정보학과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식정보자원을 관

리하고 중개하는 일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적인 방

법론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졸업 후 진로  사서 및 사서교사, 출판사, 정보전문가, 

디지털콘텐츠 전문가, 언론인, 지식경영 전문가 등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배우

면서 제가 배우는 학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깨

닫고 배움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19

학번 천동우)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유아교

육기관의 교사 및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

고 있습니다. 졸업 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직장어린이

집,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전

공 관련국, 내외 대학원 진학 등

“부산 내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과로 다수의 선배님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며, 아낌없

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학번 권지은)

윤리교육과

윤리와 교육학을 함께 배웁니다. 졸업과 동시에 도

덕·윤리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공무원 시

험을 준비하거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트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중등학교 교사, 교육 공무원, 연구기관, 

교재 및 교구 개발자 등

“훌륭한 교육과정, 선배들과의 교류, 학과 스터디를 통한 

정보 및 지식 공유로 윤리교사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

을 느낍니다!” (19학번 김민석)

심리학과

현장형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상

담과 임상, 범죄, 특수치료 및 연구 현장의 현장중

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

교사, 임상음악전문가, 연구원 등

“심리학과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더 나은 정신 건강에 도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저를 보며 뿌

듯함을 느낍니다!” (20학번 양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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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과학 전문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법학과 

법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제 사회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법문

화 발전에 기여할 법 실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경찰·검찰직 공무원, 법원·교정직 공무

원,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법무법인 및 기업체, 공공

기관, 금융기관 등 

“목표 맞춤형 세부 전공을 수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인류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목표로 하는 진로에 계속 다가가고 있음을 체감합니

다!” (17학번 황정무)

경찰행정학과 

치안 문제의 효율적 해결에 필요한 경찰행정학 전

문 지식을 넘어서 인문사회학적인 지성을 키워줍니

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인, 자신의 

재능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열정적인 문화인

으로 키웁니다. 

졸업 후 진로  경찰, 검찰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출

입국관리직 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전문가를 육성합니

다. 급변하는 미디어 현상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학

과가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 ‘시빅뉴스’에서 실무 경

험을 쌓을 기회도 함께 주어집니다. 

졸업 후 진로  취재기자, 방송국PD, 아나운서, 리포

터, 영상 편집·연출 전문가, 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제작자, VJ, 기상캐스터, MD, 웹마스터, 

인터넷 기자, 그래픽 디자이너, 기업체 홍보실, 홍보관

련 공무원 등 

“학과언론사인 시빅뉴스 운영 등 실습위주의 체계적이

고 현실적인 교육과정으로 시대에 맞춘 전문 방송인을 

양성합니다!” (21학번 윤유정)

광고홍보학과 

기획,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배웁니

다.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기업체, 지역광고 홍보업체와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해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광고·대행사AE, 미디어 플래너, 카피라

이터, 조직 및 기업 홍보담당자 등 

“자신만의 광고 아이디어를 기획하여 직접 실행해보고 

다양한 실습 활동을 경험하며, 광고인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학번 정현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이론과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사회복지제도와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을 기반으로 

실습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NGO단체, 국민건

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관, 

병원(의료사회사업실), 학교 등

“여러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과 단기·장기 실

습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19학번 염수현)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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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과학을 응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에너지과학과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의 생산, 전환 등

에 관한 이론과 기본이 되는 물리학의 이론을 중심

으로 설명하며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연구하며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원에 대한 창의적 탐구 역량을 함양합니다.

졸업 후 진로  원자력공학기술자, 에너지공학기술자,

전기안전 관련기술자, 산업안전원, 에너지시험원, 전

력거래중개인, 에너지진단 전문가, 반도체 관련 기업

체, 전기 관련 기업체, 폐기물 처리 기술자 등 

“친환경 에너지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에너지과학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학번 전현우)

AI미디어학과 

방송, 영화, 신문, 공연 분야에서 사용되는 VR, XR, 

VFX/CG, 볼륨메트릭, 모션캡쳐 기술들을 활용

한 AI기반 최첨단 미디어 제작 인력을 양성합니다. 

Mnet MAMA, 킹덤, 남산의 부장들 등 콘서트/드

라마/영화 제작을 직접 담당한 전문가 교수님들과 

현장 체험형 실습을 진행합니다.

졸업 후 진로  드라마/예능 PD, 영화 감독, 콘서트/공

연 기획자, 영상 촬영/편집 감독, 그래픽 커뮤니케이

터, 영상CG 감독,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연

예인 등

AI수리학과 

정밀한 논리 구조를 통해 사고의 틀을 연구합니다. 

기본 전공 분야는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

학, 응용수학이 있으며, 통계이론의 이해부터 심화 

데이터 분석까지 배웁니다. 전반적인 이론과 방법

을 익혀 분석력과 비판력을 갖춘 통계 전문가를 양

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증권·금융 분야, 보험계리사,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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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물류학부 

경제금융학전공

금융, 보험,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

적으로 배웁니다.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경제와 금

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종

합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대기업, 외국

계 회사 등

“경제·금융학 외에도 경영, 회계, 통계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있으며,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학과 동아리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17학번 모성원)

물류학전공

글로벌 사회의 물류 시스템에 필요한 지식 전반을 

배웁니다. 경영 경제 기초 지식은 물론, 외국어 능

력을 키우는 교과과정 구성으로 글로벌 물류 인력

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선사·항공사 등 운송업체, 공항 등 물류

산업체, 제조 및 유통업체, 전문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물류학전공만의 따뜻한 분위기와 학업 환경 속에서 캠

퍼스 라이프를 즐기며 물류학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17학번 김유환)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호텔 및 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폭넓

게 다룹니다. 호텔, 리조트, 관광 분야에서 전문 인

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학 중 다양한 현장실습

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졸업 후 진로  국내외 체인호텔, 카지노 및 복합리조

트, 여행사 및 항공사, 전시·국제회의 기획사 등

“호텔, 관광 뿐 아니라 카지노, 항공사, 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관한 전문 경영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등

을 습득할 수 있어 매 학기 지날 때마다 전문 서비스인으

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6학번 정문성)

외식서비스경영학전공

호텔식음료 분야, 셰프, 외식기업, 청년창업가 및 서

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외

식경영인 및 글로벌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프랜차이즈 기업 전문인, 외식경영인, 

호텔 F&B전문인, 식품유통 전문인, 글로벌 서비스 전

문인, 청년 사업가 등

“저는 대학 입학 전부터 외식업에 관심이 많아 외식서비

스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외식경

영, 외식 마케팅, 조리 실습 등 외식과 관련된 다양한 수

업을 들을 수 있고, 학과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7학번 한치원)

상경대학  
 College of Commerce & Economics

전통적인 경영과 회계부터 NFT 시대까지 대비합니다.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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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초우량 기업의 경영사례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교육합니다. 또 산학협동 및 현장견학, 전문가 

초빙 강의 등 실제 경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

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졸업 후 진로  대기업·중소기업 사무관리직, 자산관

리사·투자상담사, 회계사·세무사, 노무사·경영지도사, 

공무원, 연구원 등

“재무, 회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성 있는 내용

을 배울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많

은 것이 경영학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7학번 이

안주영)

국제무역통상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와 영어 능

력을 기릅니다.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조

사를 하거나 해외기업에서 인턴 연수를 하며 빈틈

없는 무역 인재가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졸업 후 진로  대기업 글로벌 업무 담당자, 해외법인 및 

외국계기업 근무자, 무역업체 경영자, 금융기관 근무

자, 무역운송 및 물류기업 관리자, 해상보험 전문가 등

“무역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

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있어 배우는 

과정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19학번 곽동건) 

회계학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활동 속에서 정보를 산

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무에서 활용도 높은 전

문적 내용을 위주로 학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

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냅니다.

졸업 후 진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직·회계직 공

무원, 회계직 사무원,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재무제표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 실무에서 쓰이

는 이론과 실습을 배운 후 매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실

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7학번 장진우)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에 관한 이론 및 응용 교육을 통하

여 경쟁력 있는 실무형 데이터 전문가를 키웁니다.

졸업 후 진로  빅데이터 분석가, 은행·증권사·보험사 

사무원,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마케팅조사 전문가, 

품질관리 사무원, 공공기관 사무원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들을 통해 여러가지 데이

터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앞으로의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활용가능한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17학번 최성호)

상경대학  
 College of Commerce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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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공학자의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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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요 역할이 

변함없을 것이라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보고서 

“고용의 미래”에서 예측했습니다. 기계자동차공학

과는 기본 전공과정의 기계공학과 심화과정의 전

기자동차의 설계, 자율주행 등 실무연계 실습교육

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문제를 상상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졸업 후 진로  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기업, 국가출연

연구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 개발, 설계, 생산, 

시험, 기술영업 엔지니어, 대학원 진학, 전공 분야 창업 

“다수의 전용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어 수업에서 배운 내

용들을 기반으로 직접 실습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핫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등도 전공과정에 포함되어 취업, 

진로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18학번 김병창)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Mecha+Tronics)은 기계

(Mechanics)와 전자(Electronics)의 합성(융합)으

로 전기자동차, 로봇, 자동화기계 등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

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현장실무에 강

한 전문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로봇 및 자동화 분야, 전기 자동차 분

야, 가전제품 설계 및 제조 분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의료 기기 분야, 조선 중공업 해양 분야, 기술직 공무

원 분야

“활발히 연구가 이뤄지는 차세대 필수 기술에 대한 내용

을 배운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매년 새로 배우는 

역학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며 성취감도 느끼고 있

습니다.” (17학번 권기환)

환경공학과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로부터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중심 공학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확대된 진로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졸업 후 진로  환경직 공무원, 환경시설 건설 및 관리 

기술자, 환경설계 및 영향평가 기술자, 환경기술 연구

원, 환경측정 분석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환경공학 엔지니어의 자세와 

기술, 전문지식을 습득하며, 변화하는 현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엔지니어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18학번 

윤청미)

토목공학과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기반시설인 토목구조물

을 설계하고 시공,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

양한 토목공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연계 

실무중심 공학교육으로 폭넓은 취업 및 진로를 제

공합니다.

졸업 후 진로  토목감리기술자, 토목직 공무원, 국책연

구기관, 국영 기업체, 측량기술자, 설계 및 감리회사 등

“시설물을 건설, 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나 콘크리

트를 배우고,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형태가 

안전한지, 구조물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디는지 실험 등

을 통해 배우면서 경험을 쌓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19

학번 남경호)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스마트도시, 

GIS, 교통계획, 도시재생, 부동산경영 등 전공 기술 

교육을 기반으로 21세기의 도시와 라이프 스타일

을 선도하는 배움터입니다. 특히 미래 도시에서 요

구되는 인문적 소양과 다양한 도시기획과 계획 능

력을 겸비한 실무지향형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졸업 후 진로  도시계획 전문가, 스마트도시 전문가, 

도시재생·설계 전문가,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도시·

부동산 컨설턴트 등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인지하

고 이해하며 학문을 배웁니다. 도시를 살기 좋게 변화시

키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18학번 최현명)

건축학과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건축물을 안전하고 아름

답게 창조하는 법을 익힙니다. 건축학전공은 5년 

동안 건축의 역사, 설계, 구조와 환경, 시공에 걸친 

전문지식을 꼼꼼히 학습합니다.

졸업 후 진로  건축가, 건축시공기술자, 건축구조설

계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건축전문기사, 건축기술직 

공무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모형물을 

만들며 실무적 감각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한 학업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 상상을 모형을 통해 실물화 시키

는 점에 있어 성취감을 느낍니다.” (18학번 석혜진)

실내건축학과

생활부터 문화까지 다양한 공간을 꾸미는 인테리

어 디자인을 배웁니다. 디자인적 사고를 기를 수 있

는 개론수업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실무역량을 기

를 디자인 실습도 함께 진행됩니다.

졸업 후 진로  해외 글로벌 실내건축가, 리모델링 컨

설턴트, 박물관·미술관 기획 및 설계자, 시공·감리 기

술자, 연구소, 공공기관 공무원 등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며, 작품을 전시하면서 실력

이 향상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15학번 유승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 금융, 경영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개선점

과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합니

다. 품질경영, 생산정보, 물류 시스템 등 산업체에

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학습합니다.

졸업 후 진로  제조업 생산관리/품질관리 부서, 물류·

유통·금융 등 서비스업 기획부서, 정보 및 통신기업 프

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SI 전

문가 등

“과학의 원리와 경영의 전략을 접목시킨 학과입니다. 자

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을 배

워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물류관리사나 생산관리, 

품질관리, 경영기획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학번 

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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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신재료의 개발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재료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반도체 

및 에너지 관련 전자재료, 복합재료 등으로 구성됩

니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소재 개발 및 관련 

공정개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졸업 후 진로  반도체 관련 산업체, 철강산업체, 자동

차 및·조선부품산업체, 기계부품산업체, 전기전자재

료산업체, 배터리 및 에너지산업체, 연구소, 대학원 진

학 등

“소재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 적용 가능한 학과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9

학번 최보경)

전기공학과

전기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 이론과 응용기

술을 배웁니다. 전기소재 및 태양광, 전기 기기 및 

전력전자, 전력시스템 등 관련 분야에서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할 인재를 키워냅니다.

졸업 후 진로  송배전 기술자,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전기기기 기술자, 발전설비 기

술자 등

“전기의 핵심적인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 경험으로 남들

보다 직무의 이해도와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5학번 정일광)

전자공학과

IT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배웁니다. 전

자회로, 디지털회로, 신호처리, 통신시스템, 반도

체, 임베디드 시스템, 제어공학 등 전자공학에 대

한 다양한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

을 배양합니다.

졸업 후 진로  기술직 공무원, 한국전기전자시험 연

구원, 한국전파자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정보

통신정책 연구원 등

컴퓨터공학과

정보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의 이론, 운용, 응용에 대해 배웁니다. 지

식정보사회의 산업 트렌드에 맞춘 특화교육으로 

웹과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정보보호 및 보안 

개발 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학 인재를 키웁니다.

졸업 후 진로  IT업체 S/W개발자, 게임·웹 S/W개발

자, DE·서버 관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IT교육

자, 금융기관 등 

“컴퓨터에 관한 깊은 이론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

어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 키트를 이용하여 직접 

제품을 설계·개발하면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5학번 조영민)

소프트웨어학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

바일 기기에 대해 배웁니다. 컴퓨터과학 분야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에 꼭 필요한 최첨단 IT기술을 

융합하여 실무에 능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웹 및 앱 개발자, 게임 개발자, 서버·네

트워크·데이터베이스·보안 관리자, 프로그래머, 전산

직 공무원, 스타트업 창업 등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무 기술을 배우면서 

다양한 기업에 도전해볼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5학번 김태호)

정보통신공학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무선 통신기

술, 컴퓨터 통신기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힙니다. 

초고속 통신시스템과 고기능성 디바이스 설계 등

을 학습해 정보통신 분야의 인재로 거듭납니다.

졸업 후 진로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 기술자, 디지털 영상 처리 

전문가, 정보통신 컨설턴트, 통신기술 개발자 등

“통신 및 프로그래밍 등 비전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

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전공 학습이기에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6학번 김민균)

응용화학과

화학과의 기본 교육과정과 첨단 산업 분야에 사용

되는 신소재와 같은 응용화학 분야에 대한 이론까

지 교육하고 있으며,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분석

화학, 나노화학, 무기화학 등의 분야에서 실험실을 

운영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화학 및 신소재 관련 기업 및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화장품 개발 연구원, 제약 관련 연구

원, 조향사, 의약품 화학공학 관련 기술자, 석유화학 

기술자, 중고등학교 교사 등

"이론과 실습을 통해 화학자로서의 소양과 실력이 향상

되고 있음을 느끼며, 밀착형학습세미나 참가 및 화학관

련 자격증 획득 등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학번 손수완)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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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글로벌 역량으로 지역보건에 기여하는 임상약사, 

전문연구역량으로 의약품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약

사,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약학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약학기초, 건강식품 및 

한약제제, 제약산업 및 보건 행정, 약물의 생체 내 

작용 이해 및 치료적 적용,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의 

문제 예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병원약사, 지역약국약사, 제약회사, 연

구소 및 행정기관 등 

“약학에 대한 전공수업과 다양한 학부 실험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 병원, 약국들에서의 실습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약사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

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들 그리고 졸업한 선

배님들의 후배들에 대한 큰 관심은 학교생활에 큰 도움

이 됩니다.” (17학번 백홍순)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질병을 이겨내고 희망을 선사하는 신약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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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종합대학 

 College of Arts 

영감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인간을 풍요롭게 합니다. 

음악학부
정통 클래식 전공실기와 이론수업을 바탕으로 오

페라, 오케스트라, 피아노, 작곡 발표, 예술경영 실

험무대 등 실제 공연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인재 

양성을 실현합니다. 전공트랙 선택을 통해 음악교

육, 예술경영, 크로스오버 전문가의 길도 열어주는 

다채널 진로교육과정입니다. 

졸업 후 진로  지휘자, 교향악단원, 성악가, 합창단원, 

작·편곡가, 무대감독, 음악교육가, 문화예술행정가, 음

악기획자, 공연장운영가 등

“교수님과의 1대1 레슨을 통해 세부적인 음악적 능력을 향

상시키고, 각 전공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합창, 합주, 

오페라 등의 많은 무대경험을 쌓아갈 수 있으며, 모든 무

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임하며 

매 연주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

다!” (19학번 류가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이론과 실기교

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현장 실무능력과 유연한 사

고, 친화적 인성을 지닌 창의적인 실무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그래픽 디자이너, 브랜딩 디자이너, 크

리에이티브디렉터, 웹 디자이너, 게임그래픽 디자이

너, 중·고등학교 교사 등

“깊이 있는 이론 교육과 창의적인 실기교육을 받고 매년 

열리는 정기 전시회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경험하며 

바람직한 시각디자이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

다.” (18학번 고다희)

산업디자인학전공

사람을 우선하는 자세로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내

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친환

경, 복지, 안전 등 공공차원의 문제해결에 이르기까

지 폭넓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졸업 후 진로  제품 디자이너, 컴퓨터 응용 3D&CAD 

전문가, 서비스 경험(UX/UI) 디자이너, 전시 및 공공

환경 디자이너, 디자인 진흥기관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쳤던 아이디어를 스케치, 프로토

타입 제작, 3D 모델링, 3D 프린팅 등을 통해 직접 실현해

내며, 학기말 전시를 통해 조금씩 디자이너로 성장해 나

가는 것 같습니다!” (17학번 이강훈)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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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학부 

연극전공

창의적인 연기, 비전 있는 연출을 위한 스튜디오식 

교육을 제공합니다. 창의적인 배우와 독창적인 비

전을 가진 연출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자를 양성

합니다.

졸업 후 진로  배우, 연출가, 무대예술 전문인, 방송인, 

문화예술 기관 행정 및 기술요원, 교사, 예술 강사 등

“배우, 연출가가 익혀야 할 요소들을 배우고 워크숍을 통

해 배움을 실현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깨달음과 재미

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20학번 박신희)

영화전공

차원 높은 미의식과 실전에 강한 영화인이 되는 법

을 배웁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에서 연출, 

제작, 연기, 이론 중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

여 이수합니다.

졸업 후 진로  영화감독, 촬영·편집감독, 시나리오 작

가, 배우, 평론가 등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수업을 통해 실제 영화 촬영 현장

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를 

학교 영화제에서 시사하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19학

번 안현정)

 

뮤지컬전공

음악과 이야기, 연기와 춤이 공존하는 종합예술 뮤

지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웁니다. 현장 중심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은 물론 대중예

술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예술인을 육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뮤지컬 배우, 뮤지컬 연출가, 뮤지컬 음

악·안무감독, 공연기획자, 예술강사, 대학원 진학 등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연

습실에서 땀 흘리며 배운 연기, 노래, 춤으로 매 학기 공연

을 제작하고 무대에 서 볼 수 있어 뿌듯합니다!” (19학번 

손소은)

현대미술학과

각종 시각예술에 대한 이론, 인문적 지식, 실기를 

배웁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강화하여 예술인으

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졸업 후 진로  미술작가, 중등미술교사, 아동미술교

사, 갤러리 큐레이터, 문화예술교육사, 방과후 교사 등

“현대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론과 실기 과정으로 창작 능력

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진로와 연관된 분야의 지식과 정보

를 습득하여 예술 분야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

니다.” (17학번 도나정)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영상학전공

나만의 영상에 세상을 담고 상상을 실현하는 방법

을 배웁니다. 각광받는 미래 산업 중 하나인 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방법을 두루 교육해 멀티플

레이어형 영상 콘텐츠 전문가로 키웁니다.

졸업 후 진로  게임회사, 애니메이션회사, 방송사, 영

상제작사, 제작 프로듀서, 그래픽 전문가 등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영상기기를 통해 더 

아름답게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학번 송경민)

애니메이션학전공

스토리에 창의력을 더해줄 애니메이션을 만듭니

다. 전통 애니메이션은 물론, 디지털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감각적인 애니

메이션 감독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게임회사, 애니메이션회사, 방송사, 영

상제작사, 제작 프로듀서, 그래픽 전문가 등

“화면과 공간을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어릴 적 게임과 만화 속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학번 김민섭)

미디어콘텐츠학과

IPTV, 스마트TV, 스마트폰, 디지털 케이블/위성방

송, 소셜미디어 등의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배웁니

다. 최신 기술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 트렌드를 

주도하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콘텐츠/서비스 기획자, 미디어 분야 종

사자, 1인 미디어(유튜버 등), 콘텐츠 제작 기업, 정부/

일반기업/단체 미디어 부서 등

“미디어콘텐츠학과란 이름과 같이 콘텐츠 제작에 대한 다

양한 실습 프로그램 툴을 배우며,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이론 수업도 병행하여 멀티미디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16학번 정석빈)

스포츠건강학과

체육학의 이론과 실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며 체

육교사와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육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 분야를 

망라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 지도사, 프로

선수 재활센터, 체육 관련 연구소, 경찰, 소방관 등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며 활동할 수 

있고, 운동 관련 이론수업을 통해 지, 덕, 체를 모두 겸양한 

운동인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8학번 김덕현)

공예디자인학과

조형성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전반에 널리 응용 가

능한 디자인을 배웁니다. 금속공예디자인, 도자공

예, 가구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으로 전공을 세분

화하여 예술산업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전문 디자이너, 공예가, 아티스트, 큐레

이터 및 기획가, 문화공간 운영자, 교육가 등

“우리 공예디자인학과는 금속공예디자인, 도자공예, 가구

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총 4개의 전공으로 세분되어 있

으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창업, 전시회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8학번 김민주)

사진학과

사진 전문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 역량 향상에 필요

한 지식 전반을 배웁니다. 학생 각자의 독자적인 기

술력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융합 실무학습을 제공

합니다.

졸업 후 진로  (예술창작) 사진가, 상업/광고 사진가, 

인물사진 사진가,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갤러

리 큐레이터 및 사진교육기관 강사, 출판사 및 언론사 

사진기자 등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경험 많으신 교수

님들에게 배운 지식들을 실전에서 사용하며 보람을 느끼

고 있습니다!” (17학번 이한결)

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 전

문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체계적 이론 교육과 현

장 활용도 높은 실무교육으로 예술감각과 전문지

식을 갖춘 패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패션 디자이너, 패션MD, 모델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소재 디자이너, 샵 마스터 등

“처음에는 단지 옷이 좋아서 패션디자인학과를 선택했지

만, 패션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들에 대하여 심도 있

게 학습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

성한 옷을 보면서 뿌듯함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8학

번 한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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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전공 

미래 사회를 이끌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경영인 양

성을 목표로 세계화, 지역화, 정보화를 겸비한 전

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 협동 및 

현장 견학, 전문가 초빙 등 실제 경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대학과의 

상호 협력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합니다. 

졸업 후 진로  경영지도사, 다국적 기업, 경영전략 및 

기획전문가, 금융투자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그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글로벌학부 글로벌경영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양한 수업을 듣고 학생들을 보다 뛰어난 인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

을 직접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무함마드전)

글로벌Hospitality경영전공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이고 윤리적

인 글로벌 서비스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

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서비스 마인드를 키우

고, 실용적이며 학문적인 탐구를 추구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호텔, 외식, 관광 산업에 기여하는 광범

위한 지식과 실무중심의 산업 현장 기술을 습득하

여 숙련된 글로벌서비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졸업 후 진로  호텔/리조트, 외식기업, 항공사, 여행

사, 컨벤션/레저, 크루즈 등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실무 

중심의 수업을 통해 전공지식이 더욱 풍부해져 호텔리어라

는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노즈 바타)

글로벌한국학전공 

K-Pop, K-Movie, K-Food 등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문화를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문화 시장에

서 한국을 소개하는 한국 문화 전문인 양성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외

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

고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학 기반의 교양과 정보를 학습합니다. 

졸업 후 진로  한류문화전문가, 융합관광 코디네이터, 

문화행정가, 한국어 교사, 다문화교육 강사 등

“한국의 다양한 음악, 영화 등을 접하며 한국의 문화를 

쉽고 재밌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국

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점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민다바)

글로벌학부 

 School of Global Studies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성인과 세계를 잇습니다. 

대학/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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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건대학 

 College of Bio & Health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간호학과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관(2016.6.13.~2026.6.12.)

건강에 대한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능동

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인간 생명의 존

엄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문

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졸업 후 진로 병원 간호사, 산업장 간호사, 전문간호

사, 간호직·보건직 공무원, 보건교사, 공공기관(공단, 

연구간호사 등) 등

“교내 실습과 다양한 병원실습을 통해 간호란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배워나가면서 자신감을 가

질 수 있었습니다.” (19학번 장혜진)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과학적 교육과정

으로 익힙니다. 졸업 후 각종 의료기기와 다양한 

운동치료기법을 적용하여 환자의 신체기능 재활과 

운동기능 손상의 예방, 유지, 치료에 힘씁니다.

졸업 후 진로  의료기관 물리치료사, 보건직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교육 및 연구기관, 스포츠 관련 분야, 

의료재활관련 사업 분야 등

“우리의 인체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물리치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으며, 학우들과 함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학번 정예진)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의 지식과 기술을 식품생명산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를 위해 식품 미생물

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생화학, 생명공학개

론, 식품상품개발, 식품위생학, HACCP 등의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졸업 후 진로  생산관리자, 생산품질 관리자, 식품분

석 연구원, 가공식품개발 연구원, 식품연구개발자, 위

생직 공무원, 생명공학 연구원 등

“식품에 관한 생명공학 지식을 배우고, 산업체 실습, 견학

으로 현장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학, 미생물

학, 생화학, 식품화학 연구실에서 실험실 연구도 해볼 수 

있어 전공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8학번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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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우리 생활에 기본이 되는 식생활을 식품과 영양이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영

양학, 식품학, 위생학, 조리학의 이론, 실험, 현장실

습으로 체계적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졸업 후 진로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영양교사, 조

리사, 식품연구원 등

“균형된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식품과학·영양학 분

야를 연구하며 지역사회 및 국민 나아가 인류의 건강증진

과 식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 다가가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18학번 심수연)

반려생물학과

일상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감성인지와 터치를 풍족

하게 만드는 전문가가 됩니다. 동물보건사를 필두

로, 생활의 반려자인 반려동물과 반려식물들을 돌

보고 가꾸고 치료하는 전문 보건인력이 되도록 하

며, 동식물의 과학지식을 연구/교육하고 생물과 생

물지식을 사람의 매개치료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  동물보건사(대학동물병원, 일반동물병

원, 국립공원, 생태원, 동물원, 동물복지 행정기관), 반

려동물행동지도사, 중고등학교 동물보건/과학교사, 연

구원(정부기관, 식품기업, 의약기업, 바이오산업), 위

생사, 나무의사, 화훼산업, 동물매개치료사/원예치료

사 창업, 펫이코노미 창업 등

“반려 생물에 대해 다양한 기초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보다 다채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폭넓은 커리큘럼으로 동물보건사뿐

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19학

번 이아란)

화장품학과

경성대학교 화장품학과는 2019년 부산광역시 화

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

하였고, 부산 화장품 뷰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 화장품학과 석사과정도 개설되어 

있는 부산 유일의 학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  화장품 소재개발 연구원, 화장품 CGMP 

연구원, 화장품 제형개발 연구원, 맞춤형 화장품·뷰티

제품 개발 연구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조향사, 

화장품 품질관리 연구원, 화장품 마케팅 연구원, 화장

품뷰티 관련 교육강사, 백화점 매장관리 매니저 등

“다양한 이론과 실험을 통해 제가 꿈꿔왔던 화장품을 직

접 만들 수 있고,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21학번 김지은)

스마트바이오학과

질병, 화학 및 환경유해물질 유출 등에 의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공학, 환경공학, 

화학안전,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  생명공학자, 화학물질컨설턴트, 화학연

구원, 환경영향평가 연구원, 공무원, 대학 교수 등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학과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더욱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

각합니다.” (21학번 주세훈)

제약공학과

의약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품질관리 및 품

질보증은 물론, 연구개발과 임상관리의 전문적 지

식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국내외 유명 제약

회사와 국가 연구소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위

주 교육으로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의약품 생산·품질관리/품질보증/영업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 제약 분야국가 연구원, 임상시

험모니터요원, 화장품 및 식품 분야 연구원, 변리사, 의

학연구원, 자연계열 교수 등

“시중에서 파는 의약품과 같은 제형의 완제품을 제 손으

로 직접 만들어보았을 때 큰 보람을 느끼며, 경험이 풍부

한 교수님들께 수업을 듣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

낍니다!” (18학번 양지윤)

대학/학부 안내



1   1호관(한성관)

2   2호관(자연관)

3   3호관(예술관, 콘서트홀, 제2미술관)

4   4호관(상학관)

5   5호관(사회관)

6   6호관(인문관)

7   7호관(제1공학관)

8   8호관(제2공학관)

9   9호관(약·과학관)

10   10호관(산학협력관)

11   11호관(신학관)

12   12호관(멀티미디어관)

13   22호관(문화관, 누리소강당)

14   23호관(제1학생회관)

15   24호관(제2학생회관)

16   25호관(용무관)

17   26호관(멀티미디어정보관, 제1미술관)

18   26호관(별관-예노소극장, 소강당)

19   27호관(중앙도서관, 스포츠센터)

20   28호관(제1누리생활관, 디지털이미지홀)

21   29호관(제2누리생활관, 비전홀)

22   30호관(건학기념관)

23   주차장

가   정문

나   동문

다   소운동장

라   야구장

마   테니스장

바   실내체육관

사   대운동장

  공연장, 미술관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하차,	4번	또는	6번	출구

공항리무진 이용 시 

운행구간 배차 요금 소요시간

공항 ↔ 남천동 

(경성대)
30분	간격 7,000원 40분

자가용 이용 시 

•	 	경부고속도로	↔	번영로	↔	대연램프	↔

	 경성대	방향(우회전)	↔	동문,	정문

•	 	남해고속도로	↔	동서고가도로	↔	황령산터널	↔

	 경성대	방향(우회전)	↔	동문,	정문

Campus map

6번 출입구

4번 출입구
2번 출입구

버스 이용 시 

버스번호 운행구간

10 연제공용버스차고지	↔	경성대	↔	감만현대아파트사거리

20 서면	↔	경성대	↔	남구국민체육센터

22 수정동	↔	경성대	↔	남구국민체육센터

24 서면	↔	경성대	↔	백운포

27 충무동	↔	경성대	↔	백운포

39 기장교리	↔	경성대	↔	남구국민체육센터

40 구덕운동장	↔	경성대	↔	기장청강리

41 충무동	↔	경성대	↔	민락동

42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	경성대	↔	회동동

51 감만동	↔	경성대	↔	노포동

83 부전시장	↔	경성대	↔	민락동

83-1 사직동	↔	경성대	↔	민락동

108 엄궁동	↔	경성대	↔	민락동

131 오륙도	↔	경성대	↔	노포동

155 서동	↔	경성대	↔	용당동

1001 하단	↔	경성대	↔	기장청강리

1003 부산대병원	↔	경성대	↔	기장청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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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입학관리팀

TEL 051-663-5555  FAX 051-66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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