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



  본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추후 대교협 심의 결과나 본교의 

정원 조정 및 입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를 지원할 경우 반드시 확정 공지된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Ⅰ.  지원자격

 ◎ 기본요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복수국적자 제외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기본 학력기준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어학 능력기준(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 능력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하 ‘TOPIK'이라 함)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국제교류원에서 한국어연수과정(이하 ’본교 TOPIK'이라 함) 이수 후 

실시하는 본교 TOPIK 3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영어능력시험 능력기준) 공인영어능력 IELTS 6.0 이상 또는 토플 iBT 79점 이상 

소지자이면서 TOPIK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본교 TOPIK 이수 후 실시하는 본교 TOPIK 

2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공인영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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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학
(Engineering)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

모집단위 총원 내에서

00명 선발

(입학정원 외)

산업경영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
설비공학과
(Department of Building and Plant Eng.)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
창의융합학과
(Department of Creative Convergence Eng.)
화학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

정보기술대학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모바일융합공학과
(Department of Mobile Convergence Eng.)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전기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Eng.)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
정보통신공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
지능미디어공학과
(Department of Intelligence Media Eng.)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

건설환경조형대학
(College of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Design)

건설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
건축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
건축학과(5년제)
(Department of Architecture
(B.Arch. 5-year program)
도시공학과
(Department of Urban Eng.)

디자인
(Design)

산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시각·영상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 Media Design)

인문
(Humanities)

인문사회대학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공공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Policy)
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일본어과
(Department of Japanese)
중국어과
(Department of Chinese)

경상
(Business 

and 
Economics)

경상대학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융합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Convergence Administration)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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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전형요소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류심사

 지원자격 적격, 부적격으로 판정

 한국어능력시험 능력기준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TOPIK 3급 이상 
2. 본교 TOPIK 3급 이상 취득여부

 영어능력시험 능력기준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IELTS 6.0 이상 또는 토플 iBT 79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충족으로 간주

2. TOPIK 2급 이상 또는 본교 TOPIK 2급   
   이상 취득 여부 

면접고사

(전공수학 능력평가)

 1. 학구적 태도와 소양
지원학과 평가 2. 전공(외국어 포함) 수학능력

 3. 전공에 대한 적성

 

 ◎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방법 반영비율(%)

전 모집단위 면접고사 100

※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총점 60점 미만은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Ⅳ.  주요 전형일정[예정]

모집시기 기  간 내  용

전기

모집요강 확정 및 공지 2022년 11월

원서접수 2022년 12월 ~ 2023년 1월

면접고사 2023년 1월

합격자 발표 2023년 1월 ~ 2월

입학 2023년 3월

후기

모집요강 확정 및 공지 2023년 5월

원서접수 2023년 6월 ~ 7월

면접고사 2023년 7월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 8월

입학 2023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