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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한 라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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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1. 건학이념

  ∘ 훈회보국(訓誨報國) :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 인술광시(仁術廣施) :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

2. 대학의 사명

 제주한라대학교는 창조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류 문명의 창달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 교육목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우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수준 높

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연구·봉사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실력과 인격을 겸

비한 창조적 지식전문 직업인 육성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 정보화 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다. 

4. 교육목표

 제주한라대학교는 본 대학교의 발전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성화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전문 직업교육을 수행하며, 

둘째, 대학교의 발전이념과 연계하여 시대성과 상황성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설정하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셋째,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최

상의 교육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 3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수시 1차 수시 2차

원서교부 2018. 9. 10(월) ~ 2018. 9. 10(월) ~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 

  및 대학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2018. 9. 10(월) 

~ 2018. 9. 28(금)

17시

2018. 11. 6(화)

~ 2018. 11. 20(화)

17시

 제주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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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진학사

  (http://www.jinhakapply.com)  

 우리대학교, 유웨이 또는 

진학사 중 한 곳을 선택

하여 원서접수

우편접수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제주한라대학교 입학홍보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해야 함 

방문접수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

 09시부터 17시까지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2018. 10. 20(토) 

10시~16시

2018. 11. 30(금)

10시~16시
 지원 학과별 지정 고사장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함

합격자 발표 2018. 10. 31(수) 예정 2018. 12. 11(화) 예정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및   

 해당학과 문의

 합격자 문의 전화번호

 (학과장, 학과사무실)

 참조

합격자 등록

1차
2018. 12. 17(월) 

~ 2018. 12. 19(수)

2018. 12. 17(월) 

~ 2018. 12. 19(수)

 농협 전 지점 및 회원농협

 우리대학교 교내 농협지점

 지정 은행 영업시간 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차
2019. 2. 11(월) 

~ 2019. 2. 13(수)

2019. 2. 11(월) 

~ 2019. 2. 13(수)

 농협 전 지점 및 회원농협

 우리대학교 교내 농협지점

 지정 은행 영업시간 내

 (등록정산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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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및 전형구분별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1) 학사 과정(4년제)

학부 모집학과
수업
연한

모집
인원

수시1차 모집 수시2차 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계
일반
전형

특별전형
합계

대학자체기준 대학자체기준

간호 간호학과 4년 200 100 100

마사
마산업자원학과 4년 24 20 20 2 2

마사학과 4년 24 22 22 1 1

국제관광호텔

호텔경영학과 4년 50 30 8 38 10 10

호텔외식경영학과 4년 50 41 5 46 2 2

국제경영학과 4년 40 20 10 30 7 7

정보기술/건축 방송영상학과 4년 40 36 36 2 2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4년 40 36 36 2 2

예술 산업디자인학과 4년 30 26 26 2 2

합계 468 205 23 228 126 126

※간호학과는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인증을 받은 학과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2) 전문학사 과정(2･3년제)

학부 모집학과
수업
연한

모집
인원

수시1차 모집 수시2차 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계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계
대학자체기준 대학자체기준

보건

임상병리과 3년 40 30 30 5 5

방사선과 3년 80 60 60 5 5

물리치료과 3년 40 32 32

작업치료과 3년 40 27 1 28 6 6

응급구조과 3년 64 20 20 10 10

보건행정과 3년 40 26 4 30 2 2

국제관광호텔

관광경영과 2년 70 68 68 1 1

관광영어과 2년 40 38 38 1 1

관광일본어과 2년 36 30 2 32 1 1 2

관광중국어과 2년 62 58 58 2 2

호텔조리과 2년 160 125 25 150 5 3 8

레저스포츠과 2년 40 24 10 34 4 4

사회복지

사회복지과 2년 80 77 77 2 2

복지행정과 2년 30 27 27 1 1

유아교육과 3년 70 60 60 5 5

정보기술/건축

컴퓨터정보과 2년 40 30 30 7 7

컴퓨터멀티미디어과 2년 35 27 27 5 5

건축디자인과 3년 32 28 28 2 2

정보통신과 2년 35 33 33 1 1

예술
음악과 2년 30 29 29

뷰티아트과 2년 60 57 57 2 2

합계 1,124 874 42 916 99 4 103

  ※ 전 학과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며, 신체적/이념적/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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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학부 모집학과
   모집인원

 수업연한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문대·
대학 

졸업자

만학도·  
성인재직

자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구성원

북한
이탈주민

합계

간호 간호학과  4년 20 20 20 10 1 71

마사
마산업자원학과 4년 5 2 1 2 1 11

마사학과 4년 5 2 1 2 1 11

국제관광호텔

호텔경영학과 4년 1 1 5 1 5 1 14

호텔외식경영학과 4년 5 1 5 1 12

국제경영학과 4년 4 1 4 1 10

정보기술/건축 방송영상학과 4년 4 1 4 1 10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4년 3 4 1 7 4 1 20

예술 산업디자인학과 4년 3 1 3 1 8

보건

임상병리과 3년 4 2 1 7

방사선과 3년 8 4 1 13

물리치료과 3년 3 6 4 2 1 16

작업치료과 3년 4 2 1 7

응급구조과 3년 6 6 6 3 1 22

보건행정과 3년 2 4 2 4 1 13

국제관광호텔

관광경영과 2년 1 7 7 7 1 23

관광영어과 2년 4 1 4 1 10

관광일본어과 2년 3 1 3 1 8

관광중국어과 2년 2 3 6 3 6 1 21

호텔조리과 2년 16 6 16 1 39

레저스포츠과 2년 1 4 5 4 1 15

사회복지

사회복지과 2년 2 8 16 7 8 1 42

복지행정과 2년 3 1 7 3 1 15

유아교육과 3년 2 4 1 7

정보기술/건축

컴퓨터정보과 2년 4 1 4 1 10

컴퓨터멀티미디어과 2년 3 1 3 1 8

건축디자인과 3년 2 4 3 1 3 1 14

정보통신과 2년 3 1 3 1 8

예술
음악과 2년 3 2 3 1 9

뷰티아트과 2년 6 2 6 1 15

합계 36 53 10 153 81 21 106 29 489

�  ※ 정원외 특별전형은 수시1차부터 충원시까지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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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조정

1. 수시 1차 모집

가.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일반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모집하며,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특별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모집함

나. 정원내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수시2차에서 모집함

다. 정원외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수시2차에서 모집함

2. 수시 2차 모집

가.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일반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모집하며,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특별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모집함

나. 정원내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정시에서 일반전형으로 모집함

다. 정원외 모집인원이 수시2차에서도 미달된 경우에는 정시에서 모집함

라. 수시2차 정원외 모집인원은 추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7 -

모집학과 지원자격

호텔경영학과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일반과정 학과 졸업(예정)자

호텔외식경영학과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일반과정 학과 졸업(예정)자
∘출신 고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산업체장 추천자
∘대회입상자(커피, 조리, 칵테일 관련 전국 이상 규모 대회 입상자)
∘자격증 소지자(커피, 조리, 칵테일 관련 자격증)
∘어학능력우수자(토익 500점 이상, (신)HSK 6급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편부모 가족, 벽오지∙도서벽지 자녀, 각종 유공자, 대안학교 출신자, 실직자 자녀

국제경영학과
∘(신)HSK 4급 이상, BCT 3급 이상
∘중국대학(1년 이상 재학) 또는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
∘우리대학 주최 전도 중국언어문화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은상 이상)

작업치료과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건행정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전문계학과(직업반) 졸업(예정)자

관광일본어과
∘JLPT(일본어능력시험) 4급 이상
∘일본어 관련 대회 입상자

호텔조리과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일반과정 학과 졸업(예정)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전문계학과(직업반) 졸업(예정)자
∘출신 고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산업체장 추천자
∘조리 관련 전국대회 입상자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레저스포츠과

∘출신 고등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산업체장 추천자
∘체육 관련 대회 입상자(전국∙전도 규모 대회 1~4등 입상자)
∘레저스포츠 및 체육 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자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생활보호 대상자, 편부모 가족, 벽오지∙도서벽지 자녀, 각종 유공자, 대안학교 출신자, 실직자 자녀

전형구분별 지원자격

일반전형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내 특별전형(대학자체기준)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학과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출신자 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①~②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유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

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출신인 

경우 해당지역)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유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

육과정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만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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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교 6년간 교육과정 농어촌지역 이수자(본인, 부모 거주자) 중 부모가 사망,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자와 읍∙면(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출신인 경우 해당지역)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의 입양일 이후부터는 동거하는 양부모 또는 친부모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함

 ○ 초·중·고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초·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 중인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

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

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

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1차 산업종사자인 농·어업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

우 인정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 영세 개인 사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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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전형

전형 특징 및 요건 지원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중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포함)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전형 특징 및 요건 지원자격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연령이 만25세 이상
인 자(1994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성인재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 재직(근무) 경
력이 2년 이상인 자(2019년 3월 1일 기준)

장애인 전형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보건복지부)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등록(국가보훈처)을 필한 자

다자녀∙다문화 구성원 전형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구성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부, 모, 본인 모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북한이탈주민 전형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통일부장관(이관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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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특징 및 요건 제출서류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 해당 학과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자

①유형

- 농어촌 출신자 전형 추천서(학교장)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학생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학생의 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②유형
- 농어촌 출신자 전형 추천서(학교장)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의 초·중·고교 재학기간 동안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구체적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 참조)

특성화고졸 재직자
- 산업체 재직기간 확인서 1부, 산업체 재직증명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직장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확인서 중 택 1부
- 병적증명서 1부(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실점 평균 기재) 1부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전 학년 성적증명서(실점 평균 기재) 1부

만학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성인재직자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직장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확인서 중 택 1부

장애인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다자녀∙다문화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부모 명의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보호담당관 발급)
- 학력증명서 1부(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교 졸업(예정)자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자
 - 2014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 출신 지원자
 - 2013년도 졸업자와 그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교육감 직인 날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대상자
 - 2014년도 이후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2013년도 이전 합격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의 대입전형자료  
   확인 및 신청에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생성하여 입학지원서에 기입하여야 함

 외국고 출신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공증 번역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및 우리대학 입학홍보처로 문의)

 

2. 추가 제출서류(지원자격 확인서류)

   ※ 위 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의 전형 특징 및 요건에 해당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함

       (일반전형 지원자는 추가 제출서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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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발급자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장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

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시∙군∙구청장
∘읍∙면∙동 주민센터장

제출일로부터 7일 이
내 발급∘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가능)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시∙군∙구청장
∘읍∙면∙동 주민센터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자의 경우 확인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필히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나, 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유의사항)

 ①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하지 않아 지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

반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전환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방법

￭  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 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함

※ 여러 대학의 수시 모집에 복수지원하여 합격(등록기간 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

록예치금을 납부하고 정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기간 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

1. 모든 전형 복수지원 불가능하며, 각 모집시기(1차 또는 2차) 별로 1개 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음

2. 수시1차 모집에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도 우리대학 수시2차 모집에 지원 가능하나, 우리대학 수시1차 모집

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대학 수시2차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시 지원 횟수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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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서 접수

1. 입학지원서 교부

   우리대학교 본관(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에서 교부[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ac.kr)의 “입학안내” → 

“입시자료실”의 입학지원서 양식을 파일(한글 또는 PDF)로 다운로드 받아 A4용지에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반드시 확대 또는 축소 없이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

2. 입학지원서 접수

  지원자는 접수방법(인터넷, 우편, 방문)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가. 인터넷 접수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① 접속 홈페이지 주소 : http://ipsi.chu.ac.kr/sub08/sub01.php

     ②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인터넷 원서 작성 접수 → 원서접수 비용 입금 → 관리자 승인처리 후 통보 → 수험표(접수증)출력 → 접수완료

     ③ 인터넷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비용 결제

       - 결제방법 : 무통장입금(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입금하여야 함)

       - 원서접수 비용 : 20,000원(음악과 지원자의 경우 실기고사료 20,000원 추가)

       -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 승인처리 시간

         - 승인처리는 매시간마다 입금 확인하여 수험생에게 통보

         - 오후 5시 이후 또는 공휴일 접수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승인 처리 후 수험생에게 통보

     ④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원서접수 비용을 무통장 입금하여 담당자의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완료됨   

       - 원서접수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 인터넷 접수 후 수험표(접수증)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

       - 인터넷 접수 후 특별전형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시된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① 인터넷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 유웨이(http://www.uwayapply.com), 진학사(http://www.jinhakapply.com)

     ② 인터넷 원서 접수 절차 : 대행사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방법(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참고

     ③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반드시 원서접수 비용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함

       - 결제 이전에는 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 접수사이트의 회원가입에 따른 약관과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문의 지시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입력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일단 접수된 서류와 전  

    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는 통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전에 미  

    리 접수하면 편리함

       - 인터넷 접수 후 특별전형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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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원서 접수자의 첨부서류 제출 방법

① 입학원서 외 해당 첨부서류를 다음의 기간까지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

② 제출기한

    - 수시1차 모집 : 2018. 10. 10(수) 17시까지

    - 수시2차 모집 : 2018. 11. 22(목) 17시까지

나. 우편 접수

  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비용은 우편소액환으로 동봉하여야 함

  ② 우편접수 주소 :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제주한라대학교 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

  ③ 원서 기재 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다. 방문 접수

    우리대학교 구내 접수처(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

    ※ 원서접수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며, 접수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원서접수 비용

가. 원서접수 비용 : 20,000원(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를 통한 접수자는 별도 5,000원의 접수수수료가 부과됨)

나. 실기고사료 : 20,000원(음악과 지원자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제외)는 모든 전형 지원 시 원서접수 비용을 면제함(실기고사료는 납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비용을 면제함

  ※ 접수비용 1회 납부로 이후 모집시기 지원 시 접수비용 면제 혜택(실기고사료는 납부)

    - 우리대학교 지원자 중 전형에 탈락하여 이후 모집 시기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수비용을 면제함

       (우리대학교 자체 인터넷 접수나 방문 접수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됨)

다. 접수비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아래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함

� � � �

[ 입학 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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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료 비례 환불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마. 입학 전형료의 반환 방법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직접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반환

      - 전형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위 반환사유 중 해당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

우 포함) 

    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 위 반환사유 중 대학의 귀책이나 단계적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또는 입학전형 관련 잔액이 발생한 경우 

      ※ 위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전산

망 이용에 드는 비용을 차감하여 반환하며,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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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 전형명 모집학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학생부
성적

면접
고사

실기
고사

서류 합계

일반전형 일반전형

모집학과 전체 (음악과 제외)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음악과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호텔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작업치료과, 보건행정과, 관광일본어과, 

호텔조리과, 레저스포츠과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전형 방법

1. 전형별 선발 방법

가. 전형별 성적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하며,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로 충원함

나.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함

다.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접수한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특별전형 지원 자격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사정함

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접수한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미비되어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 자격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원내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정원내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사정하며, 일반전형 자

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2. 성적 반영 방법

가. 정원내 모집의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적용대상
고교졸업 학년도

반영 과목수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점수산출활용지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교과성적

전학년도 반영 학년 전과목 20 30 50 100 석차등급(이수단위반영)

    ※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전체 교과목을 반영하며 석차등급(또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과 

이수단위가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기 졸업자 포함)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 중 과목별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표시된 경우 반영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종합, 계열, 학기, 학급석차 등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

업하여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최소 2개학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점수를 부여함

    ※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반영비율

구분 1학년 성적 없음 2학년 성적 없음 3학년 성적 없음 2개 학년 성적 없음

반영비율 2학년 50% + 3학년 50% 1학년 40% + 3학년 60% 1학년 40% + 2학년 60% 1개 학년 100%

� � � �※ 국내 고교 학생부 성적이 최소 2개 학기 이상 기재돼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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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 모집 학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학생부
성적

면접고사 실기고사 대학성적 서류 합계

농어촌 출신자
간호학과, 호텔경영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관광중국어과, 유아교육과, 
건축디자인과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간호학과, 호텔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관광경영과, 관광중국어과, 
레저스포츠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건축디자인과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특성화고졸 재직자 마산업자원학과, 마사학과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장애인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전체학과(음악과 제외) 20

(200점)
80

(800점)
100

(1,000점)

음악과 60
(600점)

40
(400점)

100
(1,000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유아교육과, 음악과 제외)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음악과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다자녀∙다문화 구성원

전체학과(간호·보건계열 학과, 
유아교육과, 음악과 제외)

80
(800점)

20
(200점)

100
(1,000점)

음악과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북한이탈주민 전체학과(유아교육과 제외) 20
(200점)

80
(800점)

100
(1,000점)

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목 반영방법

전형유형 모집학과

국민공통교과 반영 선택교과 반영

점수산출활용지표반영
교과수

반영방법
반영교과

(과목)
반영

교과수
반영방법

반영교과
(과목)

전체 전형 전학과 전과목 학생이수 전교과 전과목 학생이수 전교과 석차등급(이수단위반영)

라. 정원외 특별전형의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수시2차 모집에서만 적용하며, 일반전형 지원자만 해당)

� � �

적용 대상 학과 적용 방법

간호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영어 5등급 이내 및 국어, 수학 중 1개 영역 5등급 이내

물리치료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의 5개 영역 평균 6등급 이내
  (단, 탐구영역은 최우수 1과목만 반영)

� �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만 반영하고, 가형/나형 중 본인이 응시한 유형을 반영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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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

가.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① 「과목별 등급 환산점수표」에 따라 학년, 학기에 따른 과목별 석차등급의 등급점수 산출 

  ② 과목별 등급점수에 과목별 이수단위수를 곱하여 과목별 가중점수 산출

  ③ 과목별 가중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 이수단위수로 나눈 학년별 평균점수 산출

  ④ 학년별 평균점수에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학년별 반영점수 산출

  ⑤ 학년별 반영점수를 합하여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⑥ 석차등급이 숫자가 아닌 “이수, 미이수, ∙ ” 등으로 표시된 교과에 대해서는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 특성화고 등의 성취평가제 적용 과목에 대한 성적 산출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가지고 z점수를 구한 다음 정규분포표에서 비

교하여 해당되는 석차등급을 부여함

   

    계산식 →  표준편차
원점수  과목평균

 

    정규분포표는 다음 공식   
 ∞







 


 

 또는   



 
   

에 의거 산출

     [예시]

    

- A과목의 원점수가 92점, 과목평균이 51.2, 표준편차가 21.8이라고 할 때

- 계산식에 의해 z=1.87이고, 해당되는 확률을 정규분포표에서 찾으면 0.9693이며, 

- 이것은 정규분포확률값에 백분위로 96.93이므로, 석차백분율로 따지면 상위 3.07%가 된다

- 과목별 석차백분율에서 3.07%는 등급산출표에 의하면 1등급에 해당된다.

     ※ 원점수,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가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나. 2007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① 「과목별 등급 환산점수표」에 따라 과목별 석차백분율에 따른 등급점수 산출(동 석차는 그대로 인정함)

  ② 과목별 등급점수에 과목별 이수단위수를 곱하여 과목별 가중점수 산출 

  ③ 과목별 가중점수를 모두 합하여 총 이수단위수로 나눈 학년별 평균점수 산출

  ④ 학년별 평균점수에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학년별 반영점수 산출

  ⑤ 학년별 반영점수를 합하여 학생부 성적으로 반영(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⑥ 석차등급이 숫자가 아닌 “이수, 미이수, ∙ ” 등으로 표시된 교과에 대해서는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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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 방법 (80% 반영 예시)]

    

학년 교과 과목
1학기

가중점수
(A×B)

2학기
가중점수

(A×B)단위수
(A) 석차등급 점수

(B)
단위수

(A) 석차등급 점수
(B)

1학년

국어 국어 4 5 698.4 2,793.6 4 6 673.0 2,692.0

도덕 도덕 1 5 698.4 698.4 1 6 673.0 673.0

사회 국사 2 6 673.0 1,346.0 2 6 673.0 1,346.0

사회 사회 3 6 673.0 2,019.0 3 6 673.0 2,019.0

과학 과학 3 5 698.4 2,095.2 3 6 673.0 2,019.0

기술･가정 기술･가정 3 4 723.8 2,171.4 3 8 622.2 1,866.6

재량 정보사회와 컴퓨터 2 4 723.8 1,447.6 2 6 673.0 1,346.0

수학 수학 4 4 723.8 2,895.2 4 5 698.4 2,793.6

외국어(영어) 영어 4 5 698.4 2,793.6 4 5 698.4 2,793.6

계 26 18,260.0 26 17,548.8

2학년

국어 국어생활 2 7 647.6 1,295.2 2 6 673.0 1,346.0

외국어 일본어1 2 6 673.0 1,346.0 2 6 673.0 1,346.0

한문 한문 2 7 647.6 1,295.2 2 6 673.0 1,346.0

국어 문학 4 7 647.6 2,590.4 4 6 673.0 2,692.0

도덕 전통윤리 2 7 647.6 1,295.2 2 6 673.0 1,346.0

사회 한국지리 4 6 673.0 2,692.0 4 6 673.0 2,692.0

과학 생물1 3 6 673.0 2,019.0 3 7 647.6 1,942.8

수학 수학1 5 5 698.4 3,492.0 5 6 673.0 3,365.0

외국어 영어1 4 6 673.0 2,692.0 4 5 698.4 2,793.6

외국어 실용영어회화 3 6 673.0 2,019.0 3 5 698.4 2,095.2

계 31 20,736.0 31 20,964.6

3학년

교양 진로와 직업 2 이수

국어 독서 4 5 698.4 2,793.6

국어 작문 3 6 673.0 2,019.0

도덕 윤리와 사상 2 6 673.0 1,346.0

사회 경제 3 5 698.4 2,095.2

사회 사회･문화 3 6 673.0 2,019.0

사회 한국근･현대사 4 7 647.6 2,590.4

수학 미적분과 통계기본 5 5 698.4 3,492.0

외국어 영어Ⅱ 4 5 698.4 2,793.6

외국어 영어독해와 작문 3 5 698.4 2,095.2

계 33 21,244.0

     ↳ 전형점수 산출

    

학년 반영비율(%) 이수 단위수 가중점수 반영점수

1학년 20 26 + 26 = 52  18,260.0 + 17,548.8 = 35,808.8  35,808.8 / 52 × 20% = 137.7

2학년 30 31 + 31 = 62  20,736.0 + 20,964.6 = 41,700.6  41,700.6 / 62 × 30% = 201.8

3학년 50 33 -  2 = 31  21,244.0  21,244.0 / 31 × 50% = 342.6

계 100 682.1

다. 1998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 학년별 종합석차(계열석차, 학급석차) 백분율에 의해 점수 산출

  ① 학년별 종합석차(계열석차) 백분율에 따른 등급점수를 구함

  ② 등급점수에 학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반영점수를 산출

  ③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년별 종합석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석차 백분율 산출

     - 과목석차 기재 시 학년별 종합석차 백분율 산출 : [(학년별(과목석차×단위수)의 합/학년별 총 이수 단위수]

     - 학기별 계열석차 기재 시 학년별 종합석차 백분율 산출 : [(학기별 계열석차×학기별 이수 단위수)의 합/학년

별 총 이수 단위수]

     - 과목석차와 계열석차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열석차 활용

  ④ 학교생활기록부에 계열석차 대신 학급석차 기재 시 학급석차 활용

   ※ ‘석차 백분율’과 ‘등급점수’는 [표] 과목별 등급 환산점수표를 적용함



- 19 -

라.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 산정방법

   ① 백분율 산출 : (100 - 취득평균점수) × 2.5

   ② 석차 등급 : 백분율에 의거 “성적 등급표” 적용

� �  [표] 과목별 등급 환산점수표

과목별 
등급

과목별 석차백분율(%) 과목별 Z점수
등급 점수

80% 반영인 경우 40% 반영인 경우

1   0 ∼   4 미만 ∼ 1.76 800 400

2   4 이상 ∼  11 미만 1.75 ∼ 1.23 774.6 387.3

3  11 이상 ∼  23 미만 1.22 ∼ 0.74 749.2 374.6

4  23 이상 ∼  40 미만 0.73 ∼ 0.26 723.8 361.9

5  40 이상 ∼  60 미만 0.25 ∼ -0.25 698.4 349.2

6  60 이상 ∼  77 미만 -0.26 ∼ -0.73 673.0 336.5

7  77 이상 ∼  89 미만 -0.74 ∼ -1.22 647.6 323.8

8  89 이상 ∼  96 미만 -1.23 ∼ -1.75 622.2 311.1

9  96 이상 ∼ 100 -1.76 ∼ 596.8 298.3

4.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정원내 전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체 학과 전체 석차 등급 3학년 석차 등급 2학년 석차 등급 1학년 석차 등급

   나. 정원외 전형

    ① 농어촌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만학도·성인재직자, 장애인, 다자녀·다문화 : 정원내 전형과 동일

    ②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 다 학점 취득자

    ③ 특성화고졸 재직자 : 1순위 - 산업체 근무 경력, 2순위 - 연장자 

5. 가산점 부여

   가. 정원내 대학자체기준 전형 지원자 가산점

    

관련 수상 적용학과 평가 요소 가산점

중국어 관련 자격 및 수상 국제경영학과

전국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1위 취득점수의 10％

전국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2위 취득점수의 8％

전국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3위 및 입상자 취득점수의 6％

전도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1위 취득점수의 6％

전도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2위 취득점수의 5％

전도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3위 및 입상자 취득점수의 4％

국가공인 한자능력 급수 3급 이상 취득점수의 10％

국가공인 한자능력 급수 4급 이하 취득점수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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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고사

1. 실시 내용

  의사(언어) 표현능력,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도, 전공분야 성취의욕, 인성과 전공적성, 직업관, 예절 등 각 학과별 

별도의 기준에 의거 구술고사로 평가하고 점수를 총점에 반영

2. 유의 사항

  가.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고사장에서는 수험표(접수증)와 신분증을 휴대하여 감독관

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나. 수험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에 직접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전화면접은 면접일 당일에 응시한 학과로 전화하여 실시하며, 전화면접을 실시할 경우 면접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음악과 실기고사

   ❍ 실기고사 종목 및 내용

전 공 실기고사 내용 시간 비고

클래식
음악

피아노 자유곡 1곡 연주하기 5분 내외 ※ 공통 유의사항

-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사용 악기는 본인이 지참
   (필요한 케이블 지참)

-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등 
  반주자 1인 동반 가능
   (MR사용, 무반주 가능)

- 심사용 해당 악보 5부 제출
  (실기전형 당일)

- 암보연주를 기본으로 함

관 ∙ 현 ∙ 타악 자유곡 1곡 연주하기 5분 내외

성악 자유곡 1곡 부르기 5분 내외

실용음악

보컬 팝, 재즈, 가요 중 자유곡 1곡 부르기 5분 내외

기악 자유곡 1곡 연주하기 5분 내외

국악 기악 자유곡 1곡 연주하기 5분 내외

�

※ 실기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실기고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악과(전화 064-741-7676)로 문의하

여야 함

지원자 유의사항

1. 접수된 입학원서는 학과의 변경, 전형구분의 변경, 접수의 취소를 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험생의 전형 성적 및 전형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3. 특별전형 지원자가 특별전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분류하여 사정하며,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류 미제출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

합격 처리함

4. 지원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지 말고 새로운 지원서로 작성하기 바라며, 부득이 기재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 

후 날인하여야 함

5.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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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1. 지원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지원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합격 후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상에 위조,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장소 :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및 지원학과로 문의

2.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합격을 확인하여야 함

                     (학과별 안내 전화번호 참조)

※ 유의사항

   -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

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충원합격자 발표

1. 예비합격자 발표 및 미등록자 충원

   가. 합격자 사정 시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불합격자 전체를 예비합격자로 확정하여 발표하며, 그 순위에 따라 미

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함

   나. 등록 마감 후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은 미리 확정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로 충원하되, 입학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전화 통지를 하며, 당일 연락(전화)이 두절되는 충원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로 충원함

   다. 충원합격 통지 시 수신자 부재 및 기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고 우리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음

   라. 충원합격자 발표일 및 합격자 등록기간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2. 유의사항

   수시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충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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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합격한 자는 반드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후 합격통지서와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

에 지정은행에 등록(납입금 납부)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1. 1차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가.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 2018. 12. 17(월) ~ 12. 19(수), 농협 영업시간 내

   나. 등록확인예치금 : 100,000원

       ※ 2019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중 일부를 등록확인예치금으로 수납하고 잔액(등록정산금)은 2차 등록기간에 수납

   다.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장소 : 농협 전 지점 및 회원농협 또는 우리대학교 교내 농협지점

   라. 유의사항 

     (1) 우리대학교에서 발행한 고지서로 지정기간 내에 지정 납부 장소에서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등록착오는 지원자의 책임이고, 우리대학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2)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 여러 대학의 수시 모집에 복수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하여야 함

2. 2차 등록(등록정산금 납부)

   가. 등록정산금 고지서 교부

      (1) 일 시 : 추후 개별 통보함

      (2) 장 소 : 대학 홈페이지 출력, 각 학과 사무실(학과별 문의 전화번호 참고)

   나. 등록정산금 납부기간 : 2019. 2. 11(월) ~ 2. 13(수), 농협 영업시간 내

   다. 등록정산금액 : 2019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에서 등록확인예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라. 등록정산금 납부 장소 : 농협 전 지점 및 회원농협 또는 우리대학교 교내 농협지점

   마. 유의사항 

      (1)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등록금 납부)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1차와 2차 등록을 모두 

마쳐야 등록절차가 종결됨

      (2) 따라서 우리대학교에서 발행한 고지서로 지정기간 내에 지정 납부 장소에서 등록정산금을 납부하여야 하

며,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1차 등록)하였더라도 등록정산금을 납부(2차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자로서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되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1차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에 「수급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대학교 금호관 1층 입학홍보처로  

      제출하여야 함 



- 23 -

등록포기 및 등록금 반환

1.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등록포기서(소정양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뒤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로 신청함

   ■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

      - 입학등록포기 및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우리대학교 입학홍보처에 양식 비치)

   ■ 등록금 반환신청 첨부서류

      - 등록금영수증 원본 1부

      - 수험생 본인의 신분증, 도장 및 예금통장

      - 부모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2. 반환 등록금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뒤 1일 이후에 지원자(또는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함 

3. 등록금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함

학과별 입학 관련 문의 전화번호 안내 (학과장 ․ 학과사무실)

� � � �

학 과 명 학과장 학과사무실 학 과 명 학과장 학과사무실

간호학과 741-7697 741-7610 관광경영과 741-7614 741-7644

마산업자원학과 741-6779 741-7533 관광영어과 741-7618 741-7641

마사학과 741-6572 741-6773 관광일본어과 741-7541 741-7675

호텔경영학과 741-6757 741-6535 관광중국어과 741-7402 741-7462

호텔외식경영학과 741-7654 741-6765 호텔조리과 741-7695 741-7548

국제경영학과 741-6523 741-6537 레저스포츠과 741-6707 741-7540

방송영상학과 741-7466 741-7465 사회복지과 741-7605 741-7692

사회복지학과 741-6529 741-6536 복지행정과 741-7647 741-7674

산업디자인학과 741-7693 741-7482 유아교육과 741-6743 741-7480

임상병리과 741-7403 741-7667 컴퓨터정보과 741-7629 741-7564

방사선과 741-7442 741-7627 컴퓨터멀티미디어과 741-7688 741-7565

물리치료과 741-6730 741-7685 건축디자인과 741-7681 741-7483

작업치료과 741-7620 741-7677 정보통신과 741-7404 741-7589

응급구조과 741-7623 741-7599 음악과 741-7660 741-7676

보건행정과 741-6734 741-7611 뷰티아트과 741-7678 741-7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