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2학기

학생 모집요강
신·편입생  2022. 6. 13.(월) ~ 7. 12.(화)

재입학생  2022. 6. 3.(금) ~ 7. 5.(화)



모집학생 인원 기간

신입생 1학년 44,573명
2022.6.13.(월)~2022.7.12.(화)

편입생 2학년 36,235명, 3학년 39,514명

※ 상세사항은 P.9~P.10 참조

모집학과(24개)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행정학과 / 경제학과 / 경영학과 / 무역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관광학과 /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 / 컴퓨터과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보건환경학과 / 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 청소년교육과 / 유아교육과 / 문화교양학과 / 생활체육지도과

※ 상세사항은 P.37~P.52 참조

지원자격

신입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

편입생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

대학교 1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자

※ 상세사항은 P.11~P.16 참조

제출서류

신입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는 학교생활기록부

편입생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학위등록번호 또는 증서번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상세사항은 P.11~P.16 참조

지원방법

지원서작성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지원서 작성(PC·모바일)

방문 학교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전형료 납부 전형료 8,000원 납부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 13개 지역대학, 3개 학습센터, 29개 학습관

※ 상세사항은 P.28~P.33 참조

합격자 발표와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 2022.8.1.(월)

등록기간 2022.8.1.(월)~8.4.(목)

※ 상세사항은 P.8 참조

신ㆍ편입생 모집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에 지원하시면 

학기당 등록금 34~37만원대로 국립대 학생이 되어 일하면서

학업과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며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이란

재입학생 모집

우리 대학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학생이 제적 전의 학점 등을 인정받고 동일 학과에서 

중단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잔여 학점취득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하는 제도

신청 학과 현재 개설되어 있는 24개 학과

신청 대상 우리 대학 학사과정 제적생으로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자 

신청 기간 2022. 6. 3.(금) 09:00 ~ 2022. 7. 5.(화) 24: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없음

승인 재입학 승인 및 발표 : 2022. 7.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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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생산과 교류, 나눔의 중심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원격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50년간 열린 교육의 

산실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굳건한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을 포함 전국 

13개 지역대학 캠퍼스와 3개 학습센터 및 31개의 시·군학습관을 기반으로 원격교육과 함께 

면대면(面對面)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76만 명의 동문들을 배출하여 고등교육을 보편화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여러분 각자의 사회적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미래형 첨단캠퍼스를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식 생산과 

교류, 나눔을 실천하며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심이며 먼저 온 미래를 실현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총장 인사말 



대학소개1

1-1. 특성

·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국립 4년제 원격대학

· 고등교육 전문채널(방송대학 TV, OUN)로 TV강의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평생교육대학

· 전국 곳곳에 지역대학 등 면대면 교육체제를 갖춘 국내 유일한 전국권 대학

·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실시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좋은 대학

· 교수진과 강의 및 교재의 우수함과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대학 

·   개교 50년 역사에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ㆍ지역의 졸업생 76만명 배출, 재학생 9.5만명 보유,  

85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대학

· 5급 이상 공무원 출신대학 1위, 국가인재 DB 4위 대학

· 등록금이 국내 대학 중 가장 저렴한 대학 ※ 일반대학 10분의 1, 사이버대학 4분의 1 수준

·   매년 약 30%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대학 

·   자퇴, 제적된 학생들이 다시 입학하는 재입학생과 졸업 후 다시 입학하는 편입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

·   국내외 대학에게 강의콘텐츠와 원격교육의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원격대학

1-2. 학과와 지역대학

·   교육조직은 4개의 단과대학과 24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단과대학 소속학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행정학과 / 경제학과 / 경영학과 / 무역학과 / 미디어영상학과 / 관광학과 / 사회복지학과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 /컴퓨터과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보건환경학과/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 청소년교육과 / 유아교육과 / 문화교양학과 / 생활체육지도과

·   학습장소는 13개 지역대학, 3개 학습센터, 31개 시·군학습관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대학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울산 광주·전남

학습센터/

학습관

남부(목동), 서부(원흥동), 

북부(성수동), 동두천시, 남양주시
-

포항시, 안동시, 

상주시, 경주시,

구미시

부천시 -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해남군

지역대학 대전·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학습관
공주시, 천안시, 

홍성군, 서산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제천시,

충주시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 정읍시 

창원시,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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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대학

광주·전남 지역대학

충북 지역대학

서울 서부학습센터

대학본부

인천 지역대학

경기 지역대학

경남 지역대학

서울 남부학습센터

대구·경북 지역대학

대전·충남 지역대학

전북 지역대학

서울 북부학습센터

울산 지역대학

강원 지역대학

제주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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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대학(성수)

부산 지역대학

광주·전남 지역대학

충북 지역대학

서울 서부학습센터

대학본부

인천 지역대학

경기 지역대학

경남 지역대학

서울 남부학습센터

대구·경북 지역대학

대전·충남 지역대학

전북 지역대학

서울 북부학습센터

울산 지역대학

강원 지역대학

제주 지역대학

대학 본부

서울 지역대학(성수/북부)

부산 지역대학

광주·전남 지역대학

충북 지역대학

서울 남부학습센터

대구·경북 지역대학

대전·충남 지역대학

전북 지역대학

서울 서부학습센터

인천 지역대학

경기 지역대학

경남 지역대학

울산 지역대학

강원 지역대학

제주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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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175

●동두천 372

●서산 463

●홍성 382

●천안 1,358

●익산 282

●해남

●순천 562

●여수 206

●남원 168

■창원 1,621

●진해별관 214

●거제 435

●정읍 178

●공주(세종) 1,252

●남양주

■강릉 808

■포항 648

■원주 1,039
■안양 2,682

■성남 5,290

부천●1,759

군산●331

목포●353

안산●2,185

●동해 178

●구미 553

●안동 486

●상주 146

●경주 298

●제천 192

●충주 294

●태백별관 118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도
강원지역대학 2,902

충북지역대학 2,753

대구경북지역대학 5,295
대전충남지역대학 6,253

전북지역대학 2,193

경남지역대학 2,856
부산지역대학 5,617

울산지역대학 1,968

광주전남지역대학 3,489

제주지역대학 1,384

경기지역대학 15,342

서울지역대학  36,880인천지역대학 8,458

◆북부 4,619

◆서부 5,282

◆남부 9,669

1,442

168

1-3. 학생 

·   이미 여러분의 선배와 친구들이 전국에서 95,390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범례

학습센터

시·군학습관(출석수업 시행)

시·군학습관(출석수업 미시행)

※ 출석수업 시행 학습관 통계정보(등록생 현황)

※ 출석수업 미시행 학습관 주소지 기준으로 산출

전국 총 학생수

95,390명
2022. 4. 1. 학부 등록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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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2

·   신ㆍ편입생 모집기간은 2022. 6. 13.(월)부터 2022. 7. 12.(화) 20시까지 입니다. 7.12.(화) 20시가 지나면 지원서 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마감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간 비고

지원서 접수

(전형료

납부)

PC·모바일

접수

 2022. 6. 13.(월) 09:00 

 ∼ 2022. 7. 12.(화) 20:00

·   학교 홈페이지*에서 PC 및 모바일로 지원가능하며, 방문 시 

인터넷지원서 작성을 도와드림

* 홈페이지 주소 ☞ https://admission.knou.ac.kr

·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어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금액 ☞ 8,000원

방문권장

기간

2022. 7. 6.(수) ∼2022. 7. 12.(화)

* 토·공휴일 포함

※ 09:00~18:00

(단, 7.12.(화)은 20:00까지)

부속서류 

제출

등기우편

2022. 6. 13.(월) 

 ∼ 2022. 7. 12.(화) 20:00 도착분

※ 외국인과 외국학교 출신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부속서류를 마감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미비로 

탈락됨

·   제출서류 : P.11(신입생), P.15(편입생) 참조

·   제출장소 : P.31~p.33 참조
방문권장

기간

2022. 7. 6.(수) ∼ 7. 12.(화) 

* 토·공휴일 포함

※ 09:00~18:00

(단, 7.12.(화)은 20:00까지)

합격자

발표  2022. 8. 1.(월) 09:30 ∼ ·   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 조회 

등록
2022. 8. 1.(월) ∼ 8. 4.(목) 

※ 은행마감시까지
·   합격자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예비

합격자

발표  2022. 8. 22.(월) 09:30 ∼
·   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 조회

※ 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성적순으로 선발

등록
2022. 8. 22.(월) ∼ 8. 24.(수) 

※ 은행마감시까지
·   예비합격자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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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와 등록3

3-1. 합격자 발표와 등록일

구분 일시 비고

발 표  2022. 8. 1.(월) 09:30 ∼ · 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 발표 조회

등 록  2022. 8. 1.(월) ∼ 8. 4.(목) · 홈페이지 → 학사공지 참조

예비합격자발표  2022. 8. 22.(월) 09:30 ∼ · 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 발표 조회

예비합격자등록  2022. 8. 22.(월) ∼ 8. 24.(수) · 홈페이지 → 학사공지 참조

※ 모든 지원자는 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합격 여부(예비합격자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함

※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장학재단에 학사·수납원장이 등록되므로, 합격자 발표 당일 등록금대출 실행 불가. 등록금대출 실행 희망자는 합격자 발표 다음 

날부터 등록기간에 맞추어 실행 가능

3-2. 등록금액  * 2022학년도 기준, 추후 등록관련 공지 확인하시기 바람

계열별 계열Ⅰ 계열Ⅱ 계열Ⅲ

등록금 343,800 365,800 378,800

※ 계열구분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미디어영상,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3. 합격 확인 후에 할 일

·     합격 후 등록금을 지정한 등록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이 ‘0원’인 합격자도 지정한 기한까지 방송대 홈페이지나 등록금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자로 불합격 처리함. 매년 등록금 0원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등록에 각별히 유의

3-4. 휴학

·     입학 첫학기에는 휴학이 되지 않습니다

※ 단,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 해외근무는 휴학 가능 

▶   학번확인 : 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 조회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조회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에 납부 
▶   아이디 등록 : 홈페이지(www.knou.ac.kr) → “아이디 등록” 클릭 
▶   수강교과목 확인 : 로그인 → 학사정보 → 수강 → “수강신청교과목조회”에서 확인
(※ 교과목 변경 희망 시 : 로그인 → 학사정보 → 수강 → “수강신청/변경”에서 변경 가능)

합격자 조회 
(학번 확인가능)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아이디 등록 로그인 수강교과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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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와 인원 4

4-1. 신입생

단과대학 모집단위(학과) 입학 정원 모집 인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590 2,171

영어영문학과 4,580 3,890

중어중문학과 3,470 3,20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750 677

일본학과 2,800 2,516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3,460 2,890

행정학과 1,770 1,615

경제학과 1,240 1,049

경영학과 4,510 3,763

무역학과 1,100 1,009

미디어영상학과 1,880 1,372

관광학과 1,820 1,693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1,000 457

생활과학부 4,500 3,990

컴퓨터과학과 3,040 2,086

통계·데이터과학과 1,000 812

보건환경학과 1,630 1,362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2,890 2,515

청소년교육과 3,000 2,677

유아교육과 2,700 2,232

문화교양학과 1,820 1,367

생활체육지도과 1,500 1,227

합   계 53,050 44,573

※ 생활과학부는 3학년부터 전공이 분리(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 전공)됨

※   중증의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을 가진 지원자는 일부 실험실습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학과에 미리 학업가능여부를 상담하고 

지원하시기 바람

※ 교직과정은 유아교육과에만 개설되어 있음

※ 해당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 → 학과 → 해당학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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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편입생

단과대학 모집단위(학과)
 편 입 생

2학년 3학년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012 2,050

영어영문학과 3,443 3,391

중어중문학과 2,898 2,878

프랑스언어문화학과 622 638

일본학과 2,279 2,349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524 2,483

행정학과 1,499 1,515

경제학과 895 994

경영학과 3,306 3,117

무역학과 926 898

미디어영상학과 1,074 1,029

관광학과 1,620 1,485

사회복지학과 195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134 766

생활과학부 3,275

(가정복지학전공) 2,097

(식품영양학전공) 1,152

(의류패션학전공) 1,078

컴퓨터과학과 1,691 887

통계·데이터과학과 604 155

보건환경학과 1,176 957

간호학과 1,757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2,261 1,924

청소년교육과 2,381 2,029

유아교육과 318 2,464

문화교양학과 1,157 1,226

생활체육지도과 140

합    계 36,235 39,514

※ 생활과학부 2학년 편입생은 3학년부터 전공이 분리(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전공) 됨

※ 교직과정은 유아교육과에만 개설되어 있음

※ 해당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 → 학과 → 해당학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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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과 제출서류  5

5-1. 신입생 

○ 지원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p.17 참조>)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졸업자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 지원자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② 학업계획서 (※ 고등학교 성적산출불가자만 제출)

위 학과를 제외한 

학과 지원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지원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 반드시 60일 이내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http://www.suneung.re.kr 에서 발급 가능)

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발행) 

② 고등학교 졸업 학력증명서(시·도교육청 발행)

③ 학업계획서(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 지원자만 제출) 

※ 14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지원자는 입학지원시 수험번호 입력 후 성적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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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①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FAX민원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소요시간은 다르지만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② 온라인 발급 민원(공인인증서 필요)

구분 발급가능 기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발급 

○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http://www.gov.kr →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온라인 신청 ※  제3자 제출 및 기관제출(송신) 가능(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 http://www.neis.go.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 해당지역 교육청 선택 → 온라인 발급 민원

③ 무인 민원발급

- 지하철역, 주민센터,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발급가능 기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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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편입생 

·   출신대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년별 학점수를 기준으로 학점만 인정함 <p.25 참조>

○ 지원자격 

- 대학교, 전문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4년제 대학(각종학교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30학점 또는 63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 전문학사는 학위취득(예정)자에 한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수한 학과와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단,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관련 학과 전공자로,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 3학년의 경우 별도 면허 또는 자격 필요

모집학년 지원자격

2학년

1.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2022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포함된 전학년 성적으로만 지원 가능

2.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ㆍ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중인 자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ㆍ학사학위과정 이수중인 자 :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할 경우 

(72~80학번까지의 전문대학과정은 제외)

- 방송대 1학년에 입학 후 2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30학점 이상 취득

- 방송대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학 후 2학년으로 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15학점 이상 취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 재적생으로서 프라임칼리지 성적으로 편입학 할 경우

- 프라임칼리지 1학년에 입학 후 2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33학점 이상 취득

- 프라임칼리지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학 후 2학년으로 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18학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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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년 지원자격

3학년

1.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2022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포함된 전학년 성적으로만 지원 가능

2.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와「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ㆍ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중인 자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ㆍ학사학위과정 중 이수중인 자 : 6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관련 학과 전공자로,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는 특정 면허 또는 자격소지자로 제한함

☞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 출신학과명에 아래 명칭이 포함된 식품영양관련 학과 전공자(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식품(푸드), 영양, 음식, 급식, 외식, 식생활, 조리(쿠킹), 제과·제빵(베이커리), 음료(바리스타, 

소믈리에), 식공간(레스토랑), 발효(배양), (식품관련)가공, 건강, 생활과학, 가정

☞ 간 호 학 과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단,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간호사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음

☞ 유아교육과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수여예정증명서 제출자 포함)

단,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적으로 편입학 할 경우(72~80학번까지의 

전문대학과정은 제외)

- 방송대 1학년에 입학 후 3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63학점 이상 취득

- 방송대 2학년에 편입학 후 3학년으로 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33학점 이상 취득

- 방송대 3학년에 편입학 후 3학년으로 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15학점 이상 취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 재적생으로서 프라임칼리지 성적으로 편입학 할 경우

- 프라임칼리지 1학년에 입학 후 3학년으로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66학점 이상 취득

- 프라임칼리지 2학년에 편입학 후 3학년으로 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33학점 이상 취득

- 프라임칼리지 3학년에 편입학 후 3학년으로 재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2022학년도 1학기까지 18학점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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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전형유형 모집단위 제출서류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모든 학과

(공통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성적증명서에 학위등록 번호 또는 졸업증서번호가 있을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과정 이수자(72~80학번까지의 전문대학과정은 제외)와 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은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추가서류)
· 수료증명서 : 4년제 대학 수료자 

· 학업계획서 : 성적산출불가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모든 학과

· 성적증명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전문학사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포함)하여야하며 학점인정증명서로 지원 불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자(과정자)

모든 학과
· 성적증명서 

· 학점인정증명서(학점은행)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독학사 학위취득자 모든 학과
· 성적증명서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모든 학과

· 학업계획서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시·군·구 발행) 

·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발행) 사본  

※ 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 대학총장명의 학점은행 출신자는 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를 “학점은행(총장명의 학사 취득자)”로 선택<p.27 참조>

※ 성적산출불가자는 학업계획서 추가 제출

※ 14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 성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2022. 8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출신학교의 2022.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

-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대학 출신자는 원 성적대로 발급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학력조회 결과 상이한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예시 

①   4년제 대학과 각종학교 재학중인 편입학지원자는 학력조회 결과 2022학년도 1학기 성적(계절학기 포함)을 합산하여 

산출한 전학년 종합성적이 합격선에 미달할 경우

②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 시기에 따라 학력조회 결과 회보되는 성적이 지원당시성적에 미달하여 합격선에 못 미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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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간호학과 3학년, 유아교육과 3학년 지원자 추가제출 서류 

▶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지원자 : 성적증명서에 관련 학과 출신전공 이수 여부가 없을 경우, ‘졸업증명서’ 반드시 제출

▶   간호학과 3학년 지원자 : 간호사면허증 사본

▶   유아교육과 3학년 지원자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 단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출신자 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① FAX 민원 : 주민센터(3시간 정도 소요) 

② 출신학교 홈페이지(인터넷 증명 발급) : 인터넷 증명 발급 가능여부 출신학교 홈페이지 확인

③ 방송대 홈페이지 입학지원서 작성 시 온라인 증명 첨부(PC로만 가능, 모바일불가)

- 온라인 증명 첨부 가능 학교 확인(방송대 홈페이지 입학홈페이지 참조)

※ 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증명첨부기능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제출까지 완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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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학교 출신자6

6-1. 신입생 (외국인·외국학교) 

○ 지원자격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요건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 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최종 이수 학제 인정여부와 인정조건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해야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대학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제출)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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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내소재 외국학교 출신자는 학력인정이 안 됨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완료 후 반환 불가함

 ※ 입학지원서 및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의 기재내용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대리인 가능)

유형별 초·중등학교 제출서류

한국인

(외국인)

외국학교 

출신자

12년 이상 학제 

국가에서 이수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에 한함) 각 1부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   13년 이상 학제국가에서 12년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단, 유치원, 어학연수가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 제외)

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혼합이수

※ 최종학력이 12년 미만 

학제 국가 출신자로서 

외국(한국포함)과

초·중등교육과정을 

혼합이수한 자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에 한함) 각 1부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 12년 미만의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 대학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재되어있는 성적증명서(한글번역공증) 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록된 학칙 등(한글번역공증)을 반드시 제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12년 미만 학제

1개 국가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에 한함) 각 1부

②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외국인으로서

한국학교 출신자

① 입학지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단, 성적산출 불가시 학업계획서 제출

③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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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편입생 (외국인·외국학교) 

○ 지원자격 

- 외국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외국의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개학기) 이상(2학년 편입) 또는 2학년(4개학기) 이상(3학년 편입)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제출서류 
※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내소재 외국학교 출신자는 학력인정이 안 됨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 입학지원서 및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의 기재내용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대리인 가능) 

구분 초·중등학교 제출서류

4년제 대학 

재학·제적

12년 이상 학제 

국가에서 이수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 각 1부 

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수료증명서

(2학년 편입 : 1학년(2개학기)이상 수료, 3학년 편입: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한글번역공증) 각 1부

※ 단, 수료증명서에 졸업소요학점이 없을 경우에는 학칙 등을 반드시 제출(한글번역공증)

※ 대학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한글번역공증) 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록된 학칙 등(한글번역공증)을 반드시 제출

③ 대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12년 미만 학제 

국가와 혼합이수

※ 최종학력이 

12년 미만 학제 

국가 출신자로서 

외국(한국포함)과

초·중등교육과정을 

혼합이수한 자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 각 1부 

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수료증명서

(2학년 편입 : 1학년(2개학기)이상 수료, 3학년 편입: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한글번역공증) 각 1부

※   초·중등 12년 미만 학제국가와 혼합 이수 경우 편입지원 학년은 12년 미만의 부족연한을 

제외하여 산정

※   단, 수료증명서에 졸업소요학점이 없을 경우에는 학칙 등을 반드시 제출(한글번역공증)

※   대학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한글번역공증) 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록된 학칙 등(한글번역공증)을 반드시 제출

③ 대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⑥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⑦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⑧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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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중등학교 제출서류

4년제 대학 

재학·제적

12년 미만 학제

1개 국가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이수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 각 1부 

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수료증명서

(2학년 편입 : 1학년(2개학기)이상 수료, 3학년 편입:2학년(4개학기)이상 수료)(한글번역공증) 각 1부

※ 단, 수료증명서에 졸업소요학점이 없을 경우에는 학칙 등을 반드시 제출(한글번역공증)

※ 대학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한글번역공증) 또는 

㉯ 졸업소요 학점이 기록된 학칙 등(한글번역공증)을 반드시 제출

③ 대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⑥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⑦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⑧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대학(전문대학) 졸업

① 입학지원서와 학업계획서 각 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③ 대학교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각 1부

④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한글번역공증) 각 1부

⑤ 입학지원자격심사신청원 1부

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외국인으로서

한국학교 출신자

① 입학지원서 1부 

②   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 수료증명서 

(2학년 편입 : 1학년이상 수료, 3학년 편입 : 2학년이상 수료) 각 1부

※ 성적산출불가자는 학업계획서 제출

③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서류제출 시 원본 제시)

※   외국 대학의 재학·제적생(미졸업자)으로서 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수료증명서에 수료학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신학교의 졸업소요학점을 수업연한으로 나누어 기준학점*이상 학점 취득자를 해당학년 수료로 인정하여 선발함

* 2학년은 졸업소요학점의 1/수업연한, 3학년은 졸업소요학점의 2/수업연한

(예)졸업학점이 140학점이고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 35학점 이상 취득 시 1학년 수료, 70학점 이상 취득 시 2학년 수료로 인정

<주의>전문대학(전문학사/준학사 과정)출신자는 해당되지 않음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10학제 : 필리핀1, 미얀마

· 11학제 : 몽골2, 우즈베키스탄3, 카자흐스탄4,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러시아

1_ 2012학년 2학기부터 12학제 변경 

2_ 2008.9월부터 12학제 변경 

3_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4_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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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 발급기관 안내 

국가 발급기관명 전화번호와 위치 비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발급

CHSI(www.chsi.com.cn)에서 학력증명서 발급

CDGDC(www.cdgdc.edu.cn)에서 학력증명서 발급

·   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에서 학력인증
  보고서 발급

·   02)554-2688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길24(역삼동)

·   서류제출 후 2∼3개월 
정도(공휴일제외)

·   비용 : 50,000원∼120,000원 
정도(1부 기준)

미국

대학교(고등교육인증기관)

·   http://ope.ed.gov/dapip/#/home
※ 홈페이지에서 학교 검색 → 결과물 출력 

고등학교(국가교육통계센터)

·   http://nces.ed.gov/globallocator/
※ 홈페이지에서 학교 검색 → 결과물 출력 

일본

단기(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
※   인장증명서 발급(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 일본 대사관에서 출신학교장 직인 사실 여부 확인 후 발급
※   전문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대사관에서 학력인정에 

대한 의견서 발급되는 경우 제외)

·   02)739-7400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146-1) 이마빌딩7층 

·   당일 확인이 가능할 경우 : 
30∼40분정도

·   당일 확인이 안될 경우 : 일본으로 
조회를 거쳐 7일정도

·   비용 : 20,000원 정도(1부 기준)

호주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02)2003-0100,0102
·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19층 

·   10일 정도
·   비용 : 없음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   ☎ 34-91-353-2000
·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학교인가확인서 발급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02)3702-0600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2층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8-3464
·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95

·   당일 발급 
·   비용 : 없음

베트남

※ ①, ②, ③ 순으로 진행
① 【베트남 외교통상부】 

졸업과 성적증명서 한글번역문 공증본에 사실여부 확인을 받아

②【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국】
졸업과 성적증명서에 영사 확인을 받은 후

·   20일 정도
·   80,000원 정도

③ 【주한 베트남 대사관】
학력(교육기관)인정확인서를 발급 받음

·   02)734-7948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 

5충

·  1일~3일 정도
·  80,000원 정도

필리핀
고등학교 : https://ebeis.deped.gov.ph/beis/reports_info/
masterlist

2012년 2학기 이후 졸업자 해당

※   홈페이지에서 학교 검색 → 결과물 
출력

※ 바로가기 URL 입학공지 확인

말레이시아 대학교 : https://www2.mqa.gov.my/mqr/

뉴질랜드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캐나다

대학교(연방정부 홈페이지 학교 검색)

·   http://www.canada.ca/en → Immigration and citizenship → Study → Find a school(designate learning 
institution)

고등학교(주(州)별 교육부 홈페이지 학교 검색)

·   온타리오 https://www.app.edu.gov.on.ca/eng/sift/indexSec.asp
·   온타리오 사립학교 : http://www.edu.gov.on.ca/eng/general/elemsec/privsch/#list
·   브리티시컬럼비아 http://www.bced.gov.bc.ca/apps/imcl/imclWeb/Home.do?city=Home.do
·   캘거리 : https://cbe.ab.ca/schools/find-a-school/Pages/default.aspx
·   알버타 
https://education.alberta.ca/alberta-education/school-authority-index/everyone/alberta-
schools/?cat=Private School

*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는 해당국 교육부(청), 해당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 주한 해당국 대(영)사관 등 정규 교육기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불가

*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교육기관)인정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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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7

7-1. 신입생 

○ 기본원칙
· 고등학교 전 학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업성적으로 ‘성적군별 성적순’으로 선발함

· 외국학교 출신자와 성적산출 불가자는 ‘학업계획서 심사 순’으로 선발함

○ 선발방법
· 모집단위(학과)별로 전형하되, 성적군별 비율대로 선발함 

· 군별 동점자기준으로 선발이 불가할 시 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선발함

· 합격자가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군별 예비 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함

○ 성적군별 성적적용 방법

학년 군별 적용대상 성적적용

1

학

년

신

입

생

1군

1996. 12월 이전 졸업자

· 전 학년 계열석차 → 3학년 2학기 학급석차 → 3학년 학년석차

→ 3학년 2학기 학년석차 → 3학년 학급석차 순으로 적용

※ 전 학년 성적이 없는 자(취업에 따른 고등학교 「2+1체제」해당자)

· 2학년 2학기 학급석차 → 2학년 학년석차 순으로 적용

성적표기가 2개 이상의

성적군 해당자

· 전 학년 성적 → 3학년 2학기 성적

→ 3학년 학년성적 순으로 적용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발생 시 성적적용 순서대로 선발

· 위 기준으로 불가할 시 2학년 → 1학년 성적 → 연장자 순으로 적용

2군

1997.1월 이후~2007년 졸업자

· 전 학년 교과목 성취도 점수 적용

※ 전 학년 성적이 없는 자(취업에 따른 고등학교 「2+1체제」해당자)

· 2학년 2학기 학급석차 → 2학년 학년석차 순으로 적용

성적표기가 2개 이상의 

성적군 해당자
· 전 학년 성적 → 3학년 2학기 성적 → 3학년 학년성적 순으로 적용

동점자 처리기준 · 3학년 → 2학년 → 1학년 성적 → 연장자 순으로 적용

3군 2008. 1월 이후 졸업(예정)자

· 전 학년 교과목 석차등급 점수 적용

※ 전 학년 성적이 없는 자(취업에 따른 고등학교 「2+1체제」해당자)

· 2학년 2학기 성적 → 2학년 학년성적 순으로 적용

22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학년 군별 적용대상 성적적용

1

학

년

신

입

생

3군

2015. 2월 이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성취평가제(A,B,C,D,E)를 석차9등급으로 환산(전문교과)하여 적용

※ 전 학년 성적이 없는 자(취업에 따른 고등학교 「2+1체제」해당자)

· 2학년 2학기 성적 → 2학년 학년성적 순으로 적용

성적표기가 2개 이상의 

성적군 해당자
· 전 학년 성적 → 3학년 2학기 성적 → 3학년 학년성적 순으로 적용

동점자 처리기준 · 3학년 → 2학년 → 1학년 성적→연장자 순으로 적용

4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 국어 → 수학 → 영어 성적 → 연장자 순으로 적용

5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지원자

· 3개 영역별 (국어, 수학, 영어) 등급을 점수로 환산

※   수능시험 영역(국어, 수학, 영어)별로 A형/B형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별도 가산점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 국어 → 수학 → 영어 성적 → 연장자 순으로 적용

6군
외국학교 출신자와 성적

산출 불가자
· 학업계획서 심사 순

○ 성적 산출 방법
1) 성적산출 시 해당 군별로 소수점 9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8째 자리까지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고등학교 성적은 한 학기에 환산할 교과목이 7과목 이하일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은 환산하지 않고 제외하고, 8과목부터 

환산함

3)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에 ‘이수’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은 제외함

4) 외국학교출신자와 성적산출 불가자 : 심사위원이 학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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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편입생 

○ 기본원칙
· 대학(교) 전 학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종합성적으로 ‘성적군별 성적순’으로 선발함

※ 학력조회 회신 결과 종합성적이 합격선에 미달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외국학교 출신자 및 성적산출 불가자는 ‘학업계획서 심사 순‘으로 선발함

○ 선발방법
· 모집단위(학과)별로 전형하되, 성적군별 비율대로 선발함

· 군별 동점자기준으로 선발이 불가할 시 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선발함

· 합격자가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군별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충원함

○ 성적군별 성적적용 방법
· 성적 적용 방식

학년 군별 적용대상 성적적용

2, 3

학년 

편입생

1군

대학(교)과 독학사 졸업(예정)자
· 평점평균

※ ① 실점은 출신학교에서 평점으로 환산하여 제출

② 평점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입력하고, 그 외는 버림

동점자 처리기준
· 대학(교) : 백분위점수 → 총취득학점 → 연장자 순으로 적용

· 독학사 : 백분위점수 → 총점 → 연장자 순으로 적용

2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신자
· 평점평균

※ 지원서에 성적기재 생략 

동점자 처리기준 · 백분위점수 → 총취득학점 → 연장자 순으로 적용

3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실점  

※   단,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성적이 없는(0점) 자는 4군(성적산출 불가) 

으로 전형하되, 접수담당자가 지원서의 ‘성적산출 불가 확인’란에 확인 

서명

동점자 처리기준 · 총인정학점 → 연장자 순으로 적용 

4군
외국대학 출신자와 성적산출 

불가자(성적산출불가확인서 제출자)
· 학업계획서 심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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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산출 방법
1) 성적산출 시 해당 군별로 소수점 9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8째 자리까지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외국학교출신자와 성적산출불가자 : 심사위원이 학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순위 부여

7-3. 편입생 인정학점

○ 기본원칙
·   출신대학(교)에서 취득한 교과목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 제48조(학점별 학년구분)에 의거 우리 대학 교과과정의 

학년별 학점수를 기준으로 학점만 인정

※ 우리 대학교 편입학 해당학과 하위학년에 개설된 교과목의 교과구분별(교양과목, 전공과목) 학점을 인정하되, 교과목별로는 인정하지 않음 

편입학 학년별 학점인정 기준표 

구분 교양과목 전공과목 계

2학년(모든 학과) 15 15 30

3학년(모든 학과) 33 3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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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필독)8

8-1. 지원범위 

가.   1개 학과, 1개 학년만 지원할 수 있으며, 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학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방송대는 다른 대학과 이중지원 불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타 대학(대학원) 재적생은 이중학적 허용여부를 재적(재학과 휴학)중인 학교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지원하기 바람

나.   중증의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을 가진 지원자는 일부 실험실습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학과에 

미리 학업가능여부를 상담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소자의 경우 교정 시설 내에서 실험실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수업 대체시험이 가능한 학과(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교육, 청소년교육, 문화교양학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8-2. 전형료 결제와 환불

가.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므로 결제 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자 귀책이 아닌 

본교의 과실, 천재지변, 기타 사고 등의 사유(「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의 변심은 환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전형료 결제는 지원을 결정한 후에 하시기 바람

나.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5항과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8-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대학에서 지정한 접수처로 제출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외국인과 외국학교 출신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8-4. 입학지원서 기재내용 상이자와 지원 자격 미달자의 경우

가.   입학지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나.   입학지원서 인터넷 작성·제출 시 출신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과 다를 경우에는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작성·제출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증명서 이중발급 대학 출신자는 원 성적대로 발급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학력조회 결과 제출한 성적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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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학을 허가 받아 재학 중인 자라도 본교에서 출신학교에 학·경력 조회 결과 입학 지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에 미달(학력 미인정, 성적미달, 자격증과 면허증 미취득 등)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가 

취소됩니다

※   예1)   4년제 대학과 각종학교 재학 중인 편입학지원자는 학력조회 결과 2022학년도 제1학기 성적(계절포함)을 합산하여 산출한 전학년 종합성적이 

합격선에 미달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

예2)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시기 등에 따라 학력조회 결과 회보되는 성적이 지원당시성적에 미달하여 합격선에 못 미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

마.   대학 총장 명의 학점은행 출신자의 경우 출신학교를 해당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총장명의 학사취득자)을 선택해야 하며, 

지원자 착오로 잘못 선택함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 

※ 예1) 학위등록번호에 “학점”이 기재된 경우 

※ 예2)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증명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적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   한국방송통신대학교(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 포함)  
재적생과 제적생의 경우

가.   본교의 학생은 본교의 1개 학과에 한정하여 학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본교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 포함)가 2022학년도 제2학기 신·편입학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 후 

등록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학적(프라임칼리지 학사과정 포함)은 제적 처리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본교 졸업유보자는 2022학년도 제2학기 신ㆍ편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졸업유보자 중 2022년 8월 졸업자는 지원가능

라.   방송대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가 신입학과 편입학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지원 시 학내 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8-6. 기타

가.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등록과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르며 입학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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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9

9-1. 인터넷 지원 

·   지원은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전형료 8,000원을 결제[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이후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부속서류접수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원서 지원상태가 서류제출 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admission.knou.ac.kr)

입학지원서는 PC 및 모바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방문접수기간에 방문하시면 인터넷 

지원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입학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은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14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원서 접수

(전형료 납부)

전형료(8,000원)를 납부하면 지원서번호가 부여됩니다 지원서번호가 부여된 경우 접수가 

마감되어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부속서류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원서가 접수되더라도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기간 내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탈락됩니다

*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2022.7.12.(화) 20:00까지 접수처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속서류접수

(문자수신)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부속서류 접수처리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서 

지원상태가 서류제출완료가 아닌 경우 지원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 배송 등 정확한 발송을 위해 연락처와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마감일에는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지원서 작성과 부속 서류 제출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서류는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증명첨부기능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가능(온라인증명첨부가능 학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입학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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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원서 작성 요령

입학지원서 서식 

2022학년도 2학기 지원서 작성 완료 전형료 결제 출력 종료

입학지원서 작성 / 수정

지원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지원학과* 수강지역*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영문명) 여권에 있는 영문명을 기재하십시오

주소*

휴대전화* -              - 비상연락처 -              -

직업* 병역사항 이메일

출신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성적입력*

전형사항 및 순서*

학적부와 현재 성명이 다릅니까?* ◎ 예 ◎ 아니오 학적부 성명*

학적부와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다릅니까?* ◎ 예 ◎ 아니오
학적부

주민등록번호*

서류제출처*

제출서류

전형료 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자 본인 통장 사항 기재

2022학년도 2학기 지원서 작성 완료 전형료 결제 출력 종료

        29 

 2022학년도 2학기 학생 모집요강



입학지원서 작성 방법

항목명 수정 가능 여부 작 성 요 령

국적 X 해당국가가 없는 경우 ‘기타’선택

성명 X 띄어쓰기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은 영문표기를 추가로 기재

주민등록번호 X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등록번호 기재

-   한국인 중 ‘주민번호 입력오류’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국적을 ‘기타’로 선택하여 입력한 후 

서류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위 항목 작성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이용 동의절차(최초 1회)를 거침

- 이미 작성된 지원서를 수정하거나 합격자조회도 위 항목으로 조회함

지원학년 ◉ 1명이 1개 학년만 선택할 수 있음

지원학과 ◉ 1명이 1개 학과만 선택할 수 있음

수강 지역대학

(시험응시 지역)
○ 거주지와 상관없이 수업ㆍ시험이 용이한 지역대학 선택

주소(우편물수령) ○ 도로명 주소로 우편번호 검색 후 상세주소 추가 입력

전화번호 ○ 휴대폰을 포함해서 2개 이상 입력

직업 ○ 제시된 직업 중 선택

병역사항 ○ 한국인 남자만 해당항목 선택

전자 우편주소 ○ 소유자 입력

출신학교 ◉
- 학교명으로 검색하여 선택하되, 같은 학교명은 소재지 참조

- 외국(인)학교의 경우 학교소재 국가 및 외국학교명 입력

입학연도 ◉ 해당연도 기재(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졸업ㆍ취득연도 ◉ 해당연도 기재(고졸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합격년도·회차, 응시지역 기재)

성적입력 ◉

- 신입생

ㆍ1996년도 이전 고교 졸업자 : 전 학년 계열석차 입력

※ 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 지원자만 해당

ㆍ1997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 : 입력사항 없음

※ 유아교육과·생활체육지도과 지원자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위 학과를 제외한 학과 지원자 : 졸업증명서 제출  

ㆍ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평균점수 입력

ㆍ수능성적지원자 : 2022 수능수험번호 입력

- 편입생 : 평점입력

※ 별도 지정학과 백분위 점수 입력(미 입력 시 우리대학 기준 적용)  

졸업 후 출신학교 및 

인적사항 변동여부
◉

- 졸업 후 출신학교 명칭변경 및 통폐합된 경우 : 현재 학적부관리학교 입력

- 졸업 후 성명 및 주민번호 변경 : 출신학교에 기재된 학적사항 입력

부속서류 제출장소 ◉ 서류제출 예정지를 선택

- 위의 내용까지 지원 사항이 입력되는 항목이며, 아래는 지원서 작성 화면의 버튼임

[지원서작성완료] 최초 작성 시에만 이 버튼이 보임

[지원서수정] 이미 지원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이 버튼이 보임

[전형료결제] 전형료 결제 처리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

※ 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료 반환 불가함

※ 지원서 기재내용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지원서 작성 완료] 또는 [지원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제출서류 목록이 화면에 표시됨

※ 지원사항 수정가능 여부

◉ : 부속서류 접수 전까지 수정 가능         ○ :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계속 수정 가능

 X : [지원서 작성 완료] 전 수정은 지원서 작성을 새로 시작해야 함(작성 중인 화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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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전형료 납부

·   전형료는 8,000원이며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형료는 결제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9-4. 방문 지원 장소

·     인터넷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국 13개 지역대학과 29개 학습관 등에서 지원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시·도
부속서류 제출 장소 및 

수강 지역대학

등기

우편

현장

방문
문의전화 소재지

비고

출석

수업

기말

시험

서울

대학본부

(부속서류만 접수)
○ ○

입학학적과

(02)3668-4350~1

·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지하철4호선 “혜화역”②번출구)도보 5분거리

· 입학상담(☎ 1577-2853)

· 학사상담(☎ 1577-9995)

X X

서울지역대학 ○ ○

(02)460-6711~5,9

(02)460-6721~2,4

(02)460-6726~7,9

(02)460-6732

(02)460-6735~7

(02)460-6740~1

(02)460-6745~6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2(성수동1가)

지하철 2호선 뚝섬역 ⑧번 출구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①번출구 뚝섬역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북부학습센터

(서울지역대학으로

임시 이전)

○ ○ (02)980-4488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2(성수동1가)

서울지역대학 2층 221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⑧번 출구 

○ ○

남부학습센터 ○ ○

(02)840-3721~5

(02)840-3741~2

(02)840-3751~4

·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72(목동)

지하철5호선 목동역 ③번출구, 도보 5분 거리
○ ○

서부학습센터 ○ ○ (02)383-5907~1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6-13(원흥동)

(지하철3호선 “원흥역”⑧번 출구

→버스(초록) 95번 방송통신대앞 하차,

→마을버스 024,033,046,075B 방송통신대앞 

하차

○ ○

동두천시학습관 X ○ (031)862-1976
· 동두천시 평화로 2313번길 7-24(동광빌딩 3층)

지하철1호선 지행역 ③번출구 10시방향
X X

남양주시학습관 X ○ (031)591-7404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11번길 2(일패동), 

삼방빌딩 201호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 ②번 출구 춘천방향 

버스 65번, 65-1, 165번 등 승차 후 양정동 

사거리 하차)

X X

인천

인천지역대학 ○ ○ (032)451-7101~3

 ·   남동구 미래로 31(구월동) 인천시청 광장앞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②번 출구, 

“시청역”⑤번 출구)

○ ○

 부천시학습관 ○ ○ (032)657-2332
·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28-1 우성프라자

4층 행정실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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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지역대학 ○ ○ (043)270-8600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32(개신동) ○ ○

충주시학습관 X ○ (043)843-0558 원달천 1길 4 (구 달천동사무소) X ○

제천시학습관 X ○ (043)642-0002 대학로 175(신월동) 대원과학대학 입구사거리 X X

대전

·

충남

대전충남지역대학 ○ ○ (042)822-8041~3 유성구 오룡1길 112(용산동 710-1) ○ ○

공주시학습관 X ○ (041)852-4986 웅진로 120-3(중학동) 웅진한의원 2층 X X

서산시학습관 X ○ (041)681-5453 서산시 고운로 184 3층(더그레이스빌딩) X X

천안시학습관 X ○ (041)557-5586 두정고2길 52-10(두정동)시내버스 11번 종점 X ○

홍성군학습관 X ○ (041)632-4771 홍성읍 법원로 2(한국타이어 2층) X X

대구

·

경북

대구경북지역대학 ○ ○ (053)606-6699

 달서구 선원로 21(신당동) 계명문화대학

 정문 건너편(지하철2호선 “계명대역”⑥번출구, 

 도보 15분)

○ ○

안동시학습관 X ○ (054)853-8348 안동시 강남로 65-1(수상동) X ○

포항시학습관

(일부학과, 학년만 

출석수업 실시)

X ○ (054)261-0184~5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86번길 5

마산 사거리 근처
○ ○

경주시학습관 X ○ (054)743-2375 동문로 40-2(성동동) 계림초등학교 근처 X X

구미시학습관 X ○ (054)453-6269 선기로 111(남통동) X X

상주시학습관 X ○ (054)535-3863 동수로 36(서문동) X X

울릉군권역 X X (054)261-0184~5 ※ 포항시학습관으로 문의 X X

울산 울산지역대학 ○ ○ (052)246-9761~5 중구 함월로 90(성안동) 청구아파트 옆 ○ ○

부산 부산지역대학 ○ ○ (051)361-9901~7
북구 학사로17번길 14(화명동)

(지하철2호선 수정역③번 출구)
○ ○

시·도
부속서류 제출 장소 및 

수강 지역대학

등기

우편

현장

방문
문의전화 소재지

비고

출석

수업

기말

시험

경기

경기지역대학 ○ ○ (031)296-0072~5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오목천동) ○ ○

안양시학습관 ○ ○ (031)443-3441 만안구 안양로 483(석수동)(우리은행 4층) ○ ○

성남시학습관 ○ ○ (031)713-0560 분당구 성남대로 150(구미동)(미금역4번 출구) ○ ○

안산시학습관 X ○ (031)405-1741 단원구 광덕서로 54(고잔동)(종로프라자 4층) X X

강원

강원지역대학 ○ ○ (033)240-6611~6
 춘천시 방송길 51(효자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옆)
○ ○

강릉시학습관 ○ ○ (033)652-6014~5
강릉시 경강로 2478(송정동) 

(동명초등학교 앞)
○ ○

원주시학습관

(유아교육과만 

출석수업 실시)

○ ○ (033)747-4778
원주시 오리현길 46(반곡동) 

(치악교 건너 우회전 반곡초등학교 부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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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지역대학 ○ ○ (055)762-5110~4 진주시 진주대로 824(주약동) 세란병원 건너편 ○ ○

창원시학습관 ○ ○ (055)247-9490~2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해운동) 

마산합포스포츠센터앞
○ ○

거제시학습관 X ○ (055)636-1240
거제중앙로 1821-4(고현동) 계룡초등학교 

정문 앞 
X X

전북

전북지역대학 ○ ○ (063)254-8221~4
완산구 태평3길 63(태평동 25-18)

(중앙시장 상가 앞, 태평동우체국 옆)
○ ○

남원시학습관 X ○ (063)625-6742 전령길 51(도통동) 남원시청 옆 X X

군산시학습관 X ○ (063)446-3094 번영로 20(경장동) 장미장목욕탕 2층 X X

익산시학습관 X ○ (063)854-8090 무왕로 1107(영등동) 블랙야크 3층 X X

정읍시학습관 X ○ (063)531-5663 태평5길 76-12(시기동)관통로 진아네횟집 뒷편 X X

광주

·

전남

광주전남지역대학 ○ ○ (062)973-5100
 광산구  첨단내촌로 6(월계동)

 (남부대학교 후문방향, 첨단중학교 옆)
○ ○

순천시학습관 X ○ (061)751-0801 임촌동길 23(서면) 서면사무소 옆 X ○

목포시학습관 X ○ (061)287-9110 백년대로 412번길 14(옥암동) 제일여고 건너편 X ○

여수시학습관 X ○ (061)651-2811
여수시 선소로 105, 선일빌딩 5층(학동)  

흥국체육관 옆
X X

해남군학습관 X ○ (061)532-4047 해남읍 중앙1로 2(3층) 버스터미널 앞 X X

제주 제주지역대학 ○ ○ (064)741-8887~8

제주시 정존7길 34(노형동)

(노형초등학교 4블럭 뒤, 노형뜨란채아파트 정문 

건너편)

○ ○

※ 출석수업 및 시험장소는 변경(추가 및 제외)될 수 있으니 시험 전 홈페이지 및 KNOU 위클리 공고 반드시 확인 바람 

시·도
부속서류 제출 장소 및 

수강 지역대학

등기

우편

현장

방문
문의전화 소재지

비고

출석

수업

기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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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생 모집10

 재입학이란 우리 대학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학생이 제적 전의 학점 등을 인정받고 동일학과에서 중단된 학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잔여 학점 취득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하는 제도

○ 재입학 신청 학과
현재 개설되어 있는 24개 학과

○ 재입학 대상
· 우리 대학 학사과정 제적생으로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제적된 자 

· 과거 재입학 사실이 없거나, 재입학 횟수가 1회인 자

·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재입학 신청
· 신청 기간 : 2022. 6. 3.(금) 09:00 ~ 2022. 7. 5.(화) 24:00

· 신청 방법

ID 미등록자의 경우 

아이디 등록에 필요한 학번을 조회하여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아이디 등록 후 신청 가능

※ ID 등록에 필요한 학번은 학생이 직접 조회 가능

※ 학번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유선으로 확인 가능 

○ 재입학 승인 
· 재입학 승인 공지 및 통보 : 2022. 7. 15.(금)

· 재입학 승인 조회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신청목록에서 신청 상태 “승인” 확인  

○ 수강신청기간
2022. 7. 21.(목) ~ 7. 26.(화)

○ 등록기간
2022. 8. 1.(월) ~ 8. 4.(목) 

※ 수강교과목 미신청 및 등록금 미납 시에는 재입학 승인이 취소됨

홈페이지 로그인(맞춤정보) →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재입학 신청 → 개인정보 및 신청정보 확인 후 재입학 

신청 클릭 → 확인 버튼 클릭 → 신청되었습니다/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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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1

○ 수업방법
· TV,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출석수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직장 등으로 바빠 출석수업을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선택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장학제도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고졸 후 학습)을 신청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직접신청(TEL : 1599-200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나눔 및 출판문화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생활)시설 퇴소자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장애학생을 위한 첨단곰두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만24세 이하는 청년장학금, 만70세 이상이면 실버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성적우수(우수,증진,격려)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배우자,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하여 교육보호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외국인과 귀화자, 다문화학생에게는 글로벌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학생회임원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선행과 공로를 한 학생에게는 발전기금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방송대에 다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재학업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가족이 함께 입학하여 공부하면 출판문화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세부장학기준 및 금액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업지원제도

전문적인 학사상담 제도

·   학생통합서비스센터(1577-9995)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고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대학 학생서비스센터

지역 대학별 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학사상담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과 교수와 조교 상담

학과별 교과목에 대한 문의 등 전문적인 학과 상담에 대해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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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제도

·   신·편입생들이 원격교육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튜터가 입학 첫 학기에 

학사일정·상담, 출석수업, 과제물 작성 및 원격학습 방법 등을 알려주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멘토링 제도

·   학업과 대학생활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신의 학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재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학업과 학교생활에 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방 운영

·   지역대학에 수유실을 갖춘 유아방을 운영하여 자녀를 둔 가정주부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

·   장애인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시험시 특별고사실 배정, 교육지원인력 연결, 학습자료 녹음파일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제도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한을 지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장학재단에 학사·수납원장이 등록되므로, 합격자 발표 당일 등록금대출 실행 불가. 등록금대출 실행 희망자는 합격자 발표 다음 

날부터 등록기간에 맞추어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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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소개 

개설목적

-   언어학의 기초 지식으로부터 개별 언어인 한국어의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 능력을 배양합니다 

-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문학의 뛰어난 가치를 이해하고 분석, 감상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   시ㆍ소설ㆍ평론ㆍ희곡 등 오늘날의 국문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언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교육내용

-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   한국어 전반에 관한 다양한 지식 축적과 올바른 언어생활 학습을 진행합니다

-   심화된 문예이론 및 전통 문화유산과 문학 작품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통해 그것들을 평가하는 능력을 학습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졸업 후 본교 대학원인 문예창작콘텐츠학과를 비롯하여, 국내 각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나 출판업계·광고업계, 기타 

기업체 홍보부서, 한국어 교육 및 독서교육 관련 분야 등에 취업하거나, 

작가나 시인, 평론가 등 문필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korean.knou.ac.kr)

인문과학대학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단계,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입니다

살아 있는 문학·어학·문화 교육은 여러분을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 해당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해당학과’를 클릭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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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글로벌시대의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 잡은 영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합니다

-   영미인들의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   영어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습득하고 영어권의 사회·문화·문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합니다

-   풍부한 교양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   국내외의 영미어문학 대학원, 통번역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국제무역, 공교육 및 사교육, 언론, 출판, 통번역 등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eng.knou.ac.kr)

개설목적

-   중국어, 한자, 문학,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중국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적 

교육을 통해 중국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중국어회화 및 문장해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어학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한자와 한문을 익히고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중국인의 전통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자·문학 교육을 실시합니다

-   역사,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현대 중국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중국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국내기업, 중국주재 상사,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취업하거나, 본교 대학원 및 

통번역대학원 등으로 진학 할 수 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chl.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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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프랑스어를 

기초에서부터 고급과정까지 교육하고, 또한 프랑스 문학, 프랑스 문화, 방대한 

아프리카 대륙 등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된 프랑스어권 연구를 통해 유럽 및 

세계로 진출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국제 외교와 고급 문화어로 유럽 및 아프리카, 퀘벡 등에 방대하게 걸쳐 있는 

전 세계 프랑스어권에서 통용되는 프랑스어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프랑스 원어민 교수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시 특강 및 프랑스어 캠프 개설, 

초보자를 위한 기초문법 특강 운영

-   다양한 스터디 및 동아리 활동 지원(작품강독, 번역, 연극, 샹송 등)

졸업 후 진로

-   통·번역, 언론, 출판, 금융, 교육, 예술, 관광, 종교, 무역, 외교, 전문 

기술영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대학원의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에 진학 가능합니다

프랑스언어문화학과
(french.knou.ac.kr)

개설목적

-   일본어학 능력과 현대 일본사회의 구조 및 동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겸비한 

인재, 나아가 일본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한일 관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일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97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내용

-   교과과정은 원활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문학 분야와 

일본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 역사를 다루는 지역학 분야로 구성

-   학과과정을 통해 일본의 언어생활부터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 역사까지 

배울 수 있으며 학습을 뒷받침하는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도 풍부함

졸업 후 진로

-   일본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 

통·번역대학원 등으로 진학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일본학과
(jpn.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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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법에 관한 이론과 그 적용을 학문적ㆍ실체적으로 교육하여, 법과 사회현상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한 법률지식을 능동적·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학 분야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법과 인권에 관한 기본원리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현실에 

널리 적용ㆍ응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곁들인 적절한 강의 제공과 함께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함

-   TV 및 인터넷 강의와 그에 특화된 교재를 통한 원격교육 중심의 대학의 

특성을 살려 생업으로 바쁜 사람들도 법학공부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수업제도를 운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법학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

졸업 후 진로

-   각종 국가고시(입법고시, 행정고시 등) 및 자격증시험(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을 거쳐 공직에 진출하거나 해당 

분야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고, 방송대 및 여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학과
(law.knou.ac.kr)

사회과학대학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 창조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지식을 개척하는 인재,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주역입니다

※ 해당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해당학과’를 클릭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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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공공부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중견간부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공부문 비종사자는 정부 및 공공부문 전반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여 

공공문제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행정학의 중심인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분야와 함께 최근 행정학 연구동향을 

반영한 정책분석기법, 정보사회와 행정, 지방자치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졸업 후 진로

-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 진출하여 다양한 공공부문의 문제들을 연구합니다

-   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진출합니다

-   시민단체나 국제기구 등 비정부기구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합니다

행정학과
(pa.knou.ac.kr)

개설목적

-   국민경제의 운행원리와 경제문제에 관한 과학적인 인식능력의 습득 및 

전문지식 보급

교육내용

-   경제학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분야별로 응용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 개설

-   경제현상을 이론, 현실, 정책의 틀로 바라보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개별 

교과목 개발

-   경제학의 기본 분석 방법인 수리적 표현과 논리 전개, 통계 자료의 처리 방법 

등을 다루는 과목 개설

졸업 후 진로

-   공무원 및 공기업, 금융기관 및 금융공기업 취업, 일반대학원(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및 MBA 과정 진학 등

경제학과
(econ.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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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효과적인 경영이론을 교육합니다

-   학문적 이론과 실무를 체계화한 사회적 효용성을 증진합니다

-   기업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보급합니다

-   경영학적 사고의 틀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경영일반,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사ㆍ조직, 재무관리, 회계학, 경영정보

졸업 후 진로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금융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및 전문경영인

경영학과
(biz.knou.ac.kr)

개설목적

-   글로벌기업 취업, 소상공인 창업자, 기업 경영자, 무역 전문가에 필요한 역량 

교육

교육내용

-   무역실무, 국제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무역정책 및 통상, 재무 및 자산관리 

등으로 구성
※ 외국어와 자격증 과정 온라인 무료 수강

졸업 후 진로

-   민간 및 공영기업체, 금융기관, 정부 각 부처, 일반 무역회사, 종합상사 등 

취업

-   관세사, 경영지도사,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등 무역관련 전문가

-   금융, 유통, 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 글로벌 투자와 자산관리 전문가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스마트 창업, 비즈니스 경영자

-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진학

무역학과
(trade.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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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디지털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전문가로서 언론인, PD, 광고기획자, 웹 기획자, 

영화제작자, 미디어교육사 등 영상콘텐츠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내용

-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현상에 대한 기초이론, 미디어비평, 디지털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디지털 영상제작 기술과 

영화, 영상이론, 광고기획제작, 홍보 등 다양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

졸업 후 진로

-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 인터넷방송, 독립 프로덕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사, 편집회사, 광고·홍보회사, 영화제작사, 

신문사, 출판사 등 미디어영상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동대학원의 

영상문화콘텐츠학과 및 언론대학원, 영상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등 관련 

전공 분야 대학원에 진학

미디어영상학과
(mas.knou.ac.kr)

개설목적

-   관광 전반에 걸친 기본지식 습득과 실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관광산업, 관광개발, 관광해설, 공통분야 등 관광전체를 아우르는 교육 실시

졸업 후 진로

-   관광산업 분야: 여행사, 항공사, 호텔, 테마파크, 외식업체, 국제회의업체 등

-    관광개발 분야: 관광개발업체, 컨설팅업체 등

-   관광해설 분야: 문화관광해설, 자연자원해설, 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안내, 

관광통역안내 등

관광학과
(tourism.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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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인권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합니다 

- 당당한 시민과 더 나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철학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 개설

-   민주시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회복지철학, 정책, 실천 관련 과목 개설

졸업 후 진로

-   공공부문(사회복지직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민간부문(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의료복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학교사회복지, 교정복지, 군사회복지, 기업사회공원, 국제기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 )

-   자원봉사단체와 NGO 단체 취업 및 활동

사회복지학과
(socialwelfare.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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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첨단 농업기술을 습득시켜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농업인,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농촌과 자연을 사랑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농학의 개념과 기초, 작물, 원예, 경제 동물의 생리, 생산 및 이용

졸업 후 진로

-   귀농, 대학원 진학, 농촌진흥청과 산하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등 각종 공무원 응시, 종자회사, 사료회사, 

농산물가공회사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체에 취직, 각종 자격시험 응시

농학과
(agri.knou.ac.kr)

자연과학대학

우수한 기초과학 인력의 양성을 통한 신지식 창출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한발 앞서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새로운 지식 프론티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 해당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해당학과’를 클릭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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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 

의류패션학 전공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1·2학년은 생활과학 각 영역의 개론과 전공 기초과목을 익힙니다.

-   3·4학년은 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 전공 중 한 전공을 

선택한 후 각 전공별로 아동·가족학, 가족자원관리학, 소비자학, 식품학, 

영양학, 단체급식, 의류과학,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의복구성에 관련된 

전공심화과목을 학습합니다

공통

-   가정복지사

가정복지학 전공

-   건강가정사, 보육교사(일부 교과목은 타학과에서 수강), 가정복지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공공가정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체계적 교육 과정 운영 

식품영양학 전공

-   식품영양분야의 전문 지식 제공 및 응용을 위한 교과 과정 운영  

-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 취득 위한 역량 

강화

-   식품영양관련 전문가의 재교육에 필요한 교과 과정 운영

의류패션학 전공

-   의류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식의 체계적 습득을 통하여 패션산업에 

요구되는 여러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

-   기존의 패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최근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적합한 재교육 

기회 제공

-   의류기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양장 산업기사, 

한복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의류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샵마스터 등의 자격증 취득 위한 기초 지식의 이해와 활용 

관련 교과 과정 운영

졸업 후 진로

각 전공영역의 전공자로서 대학원 진학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가정복지학 전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ㆍ가족 및 소비자 업무 관련 복지기관 등 

-   식품영양학 전공 : 학교, 단체급식소 등의 영양사와 상담영양사, 외식 및 

식품업계종사자, 보건위생관련 종사자 등

-   의류패션학 전공 : 의류와 소재의 생산과 유통, 서비스분야의 종사자, 

패션MD와 바이어, 의상과 직물 디자이너, 사회교육기관의 의생활분야 

교육담당자 등

생활과학부
(he.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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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고급 IT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현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IT능력을 개발합니다

-   컴퓨터과학의 이론 및 응용에 대한 학문적인 능력을 배양합니다

-   컴퓨터과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정보 기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교육내용

-   프로그래밍 분야

- 데이터 운영 및 관리 분야

- 컴퓨터 시스템 및 하드웨어 분야

- 전산수학 분야 

- 기타 컴퓨터과학 응용 분야

졸업 후 진로

-   연구소,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 통신 및 서비스업체, 금융기관, 기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우스를 비롯한 전문업체 등에 진출합니다

컴퓨터과학과
(cs.knou.ac.kr)

개설목적

-   데이터 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통계 및 데이터과학자를 양성합니다

-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하여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할 능력을 배양합니다

교육내용

- 통계학, 확률, 통계이론, 데이터 과학 일반 

- 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 : R, Python, SPSS, SAS, EXCEL

- 데이터 수집, 탐색 및 시각화

-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분석방법론, 데이터분석 응용

졸업 후 진로

-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는 데이터분석과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졸업 후 통계학 기반의 데이터 

과학 및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데이터과학과
(stat.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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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다양한 보건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건환경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다양한 건강문제(인구 고령화, 신종건강위협요소, 근로자 건강문제, 

보건의료제도 지속성 등)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을 

배양합니다

-   환경오염 방지기술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합니다.

-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겨나는 환경적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습득합니다.

교육내용

-   보건환경기초, 자연환경관리, 산업환경관리, 생활환경관리, 보건관리, 

보건환경 정보소통 등 보건환경 전반에 걸친 과목 수강

졸업 후 진로

-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시설업체, 설계용역업체, 영리·비영리 연구기관 및 

연구소, 종합·개인 병원, 보건소 및 보건·환경 관련 대학원 진학

-   공무원, 기업체, 연구소 및 환경보건 관련대학원 진학

-   자격증 취득 : 환경·산업보건·보건관리 등 각종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산림치유지도사 2급,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영향평가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환경위해관리기사, 

의료기기RA전문가 2급 등

보건환경학과
(env.knou.ac.kr)

개설목적

-   전문학사(구 전문대학 간호학 졸업자)에게 학사과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인간존중과 대상자 중심의 간호철학을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향상합니다

교육내용

-   기초전공과목 : 기초간호과학, 간호과정론, 고위험모아간호학 등

-   분야별 세부전공과목 : 가족건강간호학, 간호연구, 정신건강과 간호 등

졸업 후 진로

-   졸업 후에는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게 되며, 대학원 

진학은 물론 다양한 직종의 건강 관련 분야에 진출, 임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국가적인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인으로 성장합니다

간호학과
(nursing.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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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교육현상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사를 양성합니다

-   교육적 안목과 실천 능력을 갖춘 부모, 직장인, 공동체 리더를 양성합니다

교육내용

-   교육학기초 분야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원격교육론,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공학, 교육고전의 이해, 생애발달과 교육 등

-   평생교육 분야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지역사회교육론, 다문화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평생교육실무론, 평생교육실습 등

-   상담 분야 : 상담심리학, 가족교육론, 심리검사및측정, 직업진로설계, 이상 

심리학, 중독상담과 교육 등

-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건강가정사, 초등 

돌봄교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문해교사, 평생학습마을 매니저 

등의 교육 관련 교과목 운영

졸업 후 진로

-   대학원 진학 후 학계에 진출합니다

-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교육청, 상담실, 교육 연수원 등 

평생교육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   기업의 교육전문가로 활동합니다

교육과학대학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임을 뜻합니다. 교육과학대학의 5개 학과에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탐구를 통해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해당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해당학과’를 클릭

학과소개

교육학과
(learn.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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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다양한 이론과 실천방안에 근거한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역량을 함양합니다. 

-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배양합니다. 

- 청소년 진로, 학습, 생활, 인간관계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합니다.

교육내용

-   청소년교육 입문 :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문화, 

인간관계론 등

-   청소년 활동·지도 분야 : 청소년 학습이론과 지도,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 리더십 개발 등

-   청소년 상담·심리 분야 : 청소년 심리,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청소년과 부모 등

-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 학교교육과 청소년,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문제, 

청소년육성제도론 등

졸업 후 진로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센터(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청소년 활동, 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상담실 및 

기타 상담기관 등에서 상담관련 업무를 수행

-   청소년 학습·진로 지도 전문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청소년 학습 지도 업무를 수행

-   보호·복지 전문가 : 청소년쉼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수행                              

-   대학원 진학 : 청소년 관련 특정분야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   청소년교육전문강사 : 성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전문 영역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

청소년교육과
(yedu.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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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균형적이고도 현실 통합적인 이해

-   생활인이자 문화인으로서 지적 교양과 문화향유능력의 신장

-   문화산업관련 분야의 기초적인 전문교육

-   학제간 연계 통합교육 지원

-   열린교육 지원

교육내용

-   인문, 사회, 자연 및 문화예술, 문화 콘텐츠 개발 영역 전반에 걸쳐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주제

졸업 후 진로

-   첨단 정보화시대 문화콘텐츠 개발 영역 전 분야 : 방송작가, 프로듀서, 

문필가, 언론 및 여론 조사 분야, 만화 작가 등

-   문화예술 및 스포츠계 : 문화평론, 공연예술 기획,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출판 및 교육계 : 출판기획, 예체능 교사, 논리논술 교사, 광고업

-   기초인문과학 분야 대학원 진학 : 국내외 문학, 사학, 철학, 예술 관련 대학원 진학

문화교양학과
(bu45.knou.ac.kr)

개설목적

-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교육방법의 실제 학습

-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아동발달과 유아교육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여, 유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내용

-   유아, 유아교사와 부모, 유아교육과정 등과 관련한 주제와 내용 중심의 편성

졸업 후 진로

-   교사 : 임용시험을 통한 국공립유치원교사, 관인 사립유치원 교사, 법적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전문요원

-   평가인증관찰자

-   유아교육 관련 교육연구사

-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과
(ece.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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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     올바른 생활체육 방향 제시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스포츠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전문 인재 

양성

교육내용

-     본 학과는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경영,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윤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생활스포츠, 구기스포츠, 

평생스포츠 등과 같은 특성화되고 내실 있는 이론 교과과정과 다양한 실기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졸업 후 진로

-   스포츠교육자 : 대학교수, 체육교사, 연구원 등

-   스포츠 현장지도자 : 대학교수, 연구원,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 

운동관리사, 선수 및 재활 트레이너 등

-   스포츠 행정관리자 : 체육행정가, 프로스포츠구단 실무자, 스포츠공기업 및 

체육단체 실무자, 스포츠마케터, 체육시설 관리자, 스포츠 에이전트 등

-   체육계열 대학원 진학

생활체육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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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자격증·면허증 소개

학과별 관련 자격증 취득 안내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패션학 전공)
가정복지사 2급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 전공)
보육교사 2급(일부 교과목 타 학과 수강)

건강가정사, 공공가정관리사

교육학과 평생교육사 2급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학과별 관련 취득가능 자격·면허증 안내 

중어중문학과
HSK(중국어 능력 검정 시험) 1급~6급, 어린이중국어한자지도사 1급, 어린이중국어한자지도사 2급, 

관광통역안내사

법학과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주택관리사, 행정사

행정학과 공무원 5급(일반행정 등), 공무원 7·9급(일반행정 등), 행정사, 사회조사분석사, 정책분석평가사

경제학과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보험계리사, 세무사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무역학과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검정시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검수사, 국제공인 신용장전문가(CDCS), 물류관리전문가(CPIM), 국제공인 물류 

및 구매전문가(CPM), 국제공인 공급관리전문가(CPSM),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금융역(CIFS), 

외환전문역(CFES), 신용위험분석가(CRA), 수입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FP), 선물중개사(AP), 

금융투자분석사, 해무사

미디어영상학과

시각디자인기사, 사회조사분석사 2급, 컨벤션기획사 2급,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텔레마케팅관리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사진기능사,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관광학과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국외여행인솔자T/C(응시자격), 아시아나세이버 AIR 

RESERVATION(항공예약), 아시아나세이버 FARE&TICKETING(항공운임 및 발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1급, 의료사회복지사(수련필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수련필요), 학교사회복지사(수련필요)

요양보호사(50시간 교육과정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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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과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시설원예기사, 축산기사, 화훼장식기사, 산림기사, 

산림치유지도사, 조경기사, 임업종묘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버섯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나무의사,

생물분류(동물, 식물)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식육처리기능사, 가축인공수정사, 원예치료사, 도시농업관리사

생

활

과

학

부

가정복지학 전공
가족생활교육사 2급, 가족상담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주택관리사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가정복지사 1급

식품영양학 전공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조리산업기사, 가정복지사 1급

의류패션학 전공
의류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양장기능사, 

한복기능사, 염색기능사, 샵마스터, 가정복지사 1급

컴퓨터과학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통계·데이터과학과 빅데이터분석기사, 사회조사분석사, 품질경영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보건환경학과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소음진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위생사, 산업안전기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 

보건교육사 3급, 산림치유지도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환경위해관리기사, 의료기기RA전문가2급

교육학과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생활체육지도과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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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서식
·   각종 서식은 홈페이지(www.knou.ac.kr)「입학공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역대학(학습센터·시군학습관 포함)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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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서식 6

서식7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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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02)3668-4350~1

강원지역대학

(033) 240 - 6611~6

충북지역대학

(043) 270 - 8600

대구•경북지역대학

(053) 606 - 6699

울산지역대학

(052) 246 - 9761~5

부산지역대학

(051) 361 - 9901~7

경남지역대학

(055) 762 - 5110~4

서울지역대학

(02) 460 - 6711~5,9

(02) 460 - 6721~2,4

(02) 460 - 6726~7,9

(02) 460 - 6732

(02) 460 - 6740~1

(02) 460 - 6745~6

서울지역대학
북부학습센터

(02) 980 - 4488

서울지역대학
남부학습센터

(02) 840 - 3721~5

(02) 840 - 3741~2

(02) 840 - 3751~4

(02 )383 - 5907~10

서울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

인천지역대학

(032) 451 -7101~3

경기지역대학

(031) 296 - 0072~5

대전•충남지역대학

(042) 822 - 8041~3

전북지역대학

(063) 254 - 8221~4

광주•전남지역대학

(062) 973 - 5100

제주지역대학

(064) 741 - 8887~8

캠퍼스 네트워크
대학본부 지역대학 학습센터 및 시·군 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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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우.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동숭동)  http://knou.ac.kr

신ㆍ편입학 상담  1577-2853
  카카오톡 입학 상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플러스 친구 추가

재입학 상담  1577-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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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집요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