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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방법

구 분 일   정 장소 및 안내사항

일반
 · 
학사
편입학

원서 접수
2019. 1. 09.(수) 09:00

~ 1. 15.(화) 18:00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창구접수 불가)
  ▶본교 입시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
     - http://ipsi.mokpo.ac.kr

증빙서류 제출
2019. 1. 09.(수) 09:00 

~ 1. 17.(목) 18:00까지

■제출방법: 등기우편(택배) 및 방문 
   (단,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제출장소: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공휴일(토, 일요일) 휴무 방문접수 불가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증빙서류 도착 확인: 본교 입시홈페이지

재외국민 
 · 

외국인
편입학

원서접수
2019. 1. 09.(수) 09:00 

~ 1. 15.(화)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장소: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증빙서류 제출

2019. 1. 09.(월) 09:00 
~ 1. 17.(목) 18:00까지

면접고사
(모든 모집단위 중 

음악 · 미술학과만 제외)

2019. 1. 29.(화) 14:00
(13:30까지 고사장 대기실 입실)

■학과별 고사장 안내: 본교 입시홈페이시 참조
  ▶2019 1. 28.(월) 15:00(예정)

실기고사
(음악 · 미술학과)

2019. 1. 29.(화) 14:00
(13:30까지 고사장 대기실 입실)

합격자 발표 2019. 2. 1. (금) 16:00(예정)

■본교 입시홈페이지공고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시 등 
      각종안내 자료는
      본교 입시홈페이지 출력 가능

합격자 등록
2019. 2. 07.(목) 09:00 

~ 2. 11.(월) 16:00까지

■등록처: 신한은행 · 농협 전국지점
   ▶등록금을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 됨

충원 합격자 발표
2019. 2. 12.(화) 

~ 2. 14.(목) 16:00예정
■본교 입시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충원 합격자 등록
2019. 2. 13.(수) 09:00

~ 2. 15.(금) 16:00 까지
■신한은행 목포대학교 지점

※ 위 일정 및 내용은 학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본교 입시홈페이지에 바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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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혜사항

•특혜사항 : 편입학 전형 모든 합격자는 아래 MNU 브리지 장학금액을 전원 지급함.

구  분

계열별

비고
인문 · 사회

지적, 정치언론홍보,
전자상거래학과,
도시및지역개발학과

이학 · 체육 공학 · 예능

MNU 브리지 장학금 374,000 374,000 383,000 409,000
편입생 최초학기
(3학년 1학기감면)

3   모집단위명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명
입학
정원

모 집 인 원

일반전형
(정원내)

학사전형
(정원외)

재외국민 및
순수외국인
(정원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7 3 1

모집단위별
약간 명

영어영문학과  26 3 1

중국언어와문화학과  27 5 1

일어일문학과  27 9 -

독일언어문화학과  17 5 -

사학과  27 2 -

고고문화인류학과  35 6 -

사회과학
대학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30 8 1

모집단위별
약간 명

지적학과  34  5 1

사회복지학과  28 - 1

법학과  42 20 -

행정학과  34 14 1

정치언론홍보학과  26 6 1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26 13 -

모집단위별
약간 명

화학과  26 2 -

생명과학과  32 9 1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원예생명과학트랙)
(해양수산자원트랙)
(한약자원트랙)
(식품영양트랙)

 116 30 2

간호학과   6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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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명
입학
정원

모 집 인 원

일반전형
(정원내)

학사전형
(정원외)

재외국민 및
순수외국인
(정원외)

공과대학

기계 ·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트랙)★
(신소재공학트랙)

  62 10 2

모집단위별
약간 명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설계트랙)
(조선해양생산트랙)

 51  11 2

전기및제어공학과★  62 14 1

전자 ·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전자공학트랙)
(정보통신공학트랙)

 64 19 -

컴퓨터공학과★ 35 7 1

정보보호학과 ★ 33 9 1

공과대학

건축 · 토목공학과
(건축공학트랙)★
(토목공학트랙)

59 11 2

모집단위별
약간 명

식품공학과 30 3 -

환경공학과 27 8 -

조경학과 27 1 1

건축학과 28 3 1

융합소프트웨어학과★ 25 1 -

경영대학

경영학과 44 6 1

모집단위별
약간 명

경제학과 42 12 1

무역학과 27 7 1

금융보험학과 32 3 1

관광경영학과 30 6 1

전자상거래학과 27 5 1

생활과학
예술체육대학

아동학과 31  2 1

모집단위별
약간 명

패션의류학과 30  8 -

음악학과⊙   31 4 -

미술학과⊙ 31 5 1

체육학과 34 9 1

사범대학

교육학과 15  1 -

윤리교육과 10  - -

영어교육과 15  2 -

수학교육과 20  2 -

환경교육과 15 0 -

합계 1,576 3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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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학년 및 학기 : 3학년 1학기
● 모든 모집단위는 전적대학 전공학과 관련 없이 지원 가능(단, 간호학과는 동일학과만 지원 가능함)
● 학과 트랙제를 운영하는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기계 · 신소재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전자 · 정보통신공학과, 
건축 · 토목공학과의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100% 학과 트랙으로 배정(원서 접수 시 지원자가 희망)

● “★” 공학교육인증제 적용학과
 “⊙” 실기고사 대상학과로 실기고사 실시함
● 간호학과는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학과임(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 건축학과는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 인증 학과임(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
● 융합소포트웨어학과는 일학습병형제 적용학과임
● 외국인 : 정원 제한 없음(단, 간호학과, 사범계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4   지원자격

1. 일반 · 학사 편입학

구  분 지     원     자     격 비  고

일반
편입학

아래 1) ~ 4)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 · 외 4년제 이상 정규 대학교(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인 자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
학 출신자에 한함 

2) 국내 · 외 전문대학 졸업(2019년 2월 졸업예정 포함)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전문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예정)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
상인 자

4) 교육부가 지정한 81개 전문대학 간호학과(별첨)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
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개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
인 자

전적대학 
전공학과와 
관련 없이 
지원 가능

(단, 간호학과는 
동일학과만 
지원 가능)

학사
편입학

■ 국내 · 외 4년제 정규 대학(산업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정식인가]등 
포함)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학점은행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 (예정)포함)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
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함

※ 지원 제한 사항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함 
• 원서 접수개시일 현재 우리 대학 재적생(재 · 휴학생, 수료자)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우리 대학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지만 편입학 합격 후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시 이중학적이 되지 않도록 (전적 학적을 자퇴)해야 함 

• 전적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본교에 편입학 할 수 없음(편입학 이후 학력조회 등을 통하여 징계로 인한 제
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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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일반 편입학 

- 아래 자격요건, 졸업(학년수료), 어학능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자 

구   분 지     원     자     격 비  고

자격요건

아래 1) ~ 3)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어학 
능력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관한 법률」에 의해 북학이탈주민으로등록된 자

전적대학
전공학과와
관련 없이
지원 가능

(단, 간호학과, 
사범계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졸업
(학년
수료
요건)

아래 1) ~ 4)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 · 외 4년제 이상 정규 대학교(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인 자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함 

2) 국내 · 외 전문대학 졸업(2019년 2월 졸업예정 포함)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전문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예
정)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 · 외 대학에서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어학능력 
자격요건

아래 1) ~ 2)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 PBT TOEFL 550점(IBT TOEFL 80점, CBT TOEFL 210점), IELTS 5.5, 
TEPS 55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취득자

※ 모든 시험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시험성적만 인정

※ 지원 제한 사항
•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함 
• 원서 접수개시일 현재 우리 대학 재적생(재 · 휴학생, 수료자)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우리 대학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지만 편입학 합격 후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시 이중학적이 되지 않도록 (전적 학적을 자퇴)해야 함 

• 전적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본교에 편입학 할 수 없음(편입학 이후 학력조회 등을 통하여 징계로 인한 
제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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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1. 일반 · 학사 편입학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입학원서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학력증명서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교 소정양식인 “수료예정확인서”〔서식  
5〕 작성하여 등기우편 및 방문하여 제출로 대체 가능

- 학점인정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행)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대학 또는 평생교
육진흥원 발행)

전적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대학 전 학년 취득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전적대학이 2개 대학 이상인 경우 출신 대학별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출신대학의 이수학점 및 학위취득학점, 성적산출기준 등
에 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선택 자격증 1부 - 학과별 자격증 1부 (원본 대조 확인후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입학원서 〔서식 2 〕 작성하여 등기우편 및 방문하여 제출

학력증명서 1부

아래 방법  1)~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2)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등 입증서류
3)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력 · 학위등 인증보고서
    ※ 중국 내 학력 · 학위 취득자에 한함
아래 방법  1)~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2)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등 입증서류
3)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력 · 학위등 인증보고서
   ※ 중국 내 학력 · 학위 취득자에 한함

전적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지원자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신분증 사본 지원자와 부모님(사본 제출 가능)

전 가족 호족 등본 원본 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재정보증 입증서류

지원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18,000이상 은행 등 예금 잔고증명서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8,000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 국내은행 또는 국내에 상주한 외국계 은행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서식 3 〕 작성하여 등기우편 및 방문하여 제출

어학능력 입증서류 한국어, 영어 중 선택하여 제출

선택

외국인 등록증 사본 국내거주 외국인만 제출

초 · 중 · 고 · 대학교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만 제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해외 거주외국인은 합격 후 사증발급을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함
※ 원본대조가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동시에 제출하여 확인을 필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서류는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함
※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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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1) 제출기간 :  2019. 1. 9.(수) ~ 1. 17.(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5855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번지  목포대학교 입학관리과
3) 제출방법: 등기우편(택배) 또는 방문
 - 등기우편: 2019. 1. 17.(목) 소인(도착분)까지 유효함
 - 택배 및 방문 : 2019. 1. 17.(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함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만 최종 원서접수가 완료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불합격 처리)됨
- 제출 후 반드시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입학관리과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 서류의 지연도착,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불명, 연락두절(연락처 오기재 등) 모집요강에서의 요
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본교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

- 제출 서류는 매 페이지 우측 하단 여백에 연필 등을 이용하여 원서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함  
- 각종 제출 서류는 접수 개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편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수료예정확인서를 제출한 등록자는 입
학 후 7일 이내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등록)이 취소 됨

6   전형방법

1. 일반 · 학사 편입학 

구      분
전적대학
성    적

면접고사 실기고사 합  계 비  고

인문 · 자연 · 공학계열
(체육학과 포함)

60점
(60%)

40점
(40%)

-
100점
(100%)

•지원학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5% 이내 

•지원학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만점의 5% 이내 예능계열

음악학과
미술학과

40점
(40%)

-
60점
(60%)

100점
(100%)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 

구      분 면접고사 비고

모든 계열 100점(100%)

7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일반 · 학사 편입학 

가.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1)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 학년 성적의 백분율환산점수를 60점 만점(예능계는 4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적대학 모두의 성적을 반영함

2) 편입학하여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지원자는 모든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외국 대학교 출신자 등 성적 특이자에 대한 성적은 본교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의거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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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고사 반영방법

구  분 인 · 적성 사고력 전공소양 계

모든 계열
(음악 · 미술학과 제외) 

8점 8점 24점 40점

다. 실기고사 반영방법
     1) 음악학과

세부전공 실      기      내      용 배점 방 법 비 고

성    악
자유곡 2곡(원어로 부를 것)
① 이태리가곡 1곡 ② 독일가곡 1곡

각 30점 암 보

피 아 노 자유곡 2곡(단, 작곡자가 달라야 함) 각 30점 암 보

관 현 악 Concerto 및 Sonata 중 자유곡 1곡 60점 암 보

작    곡

① 화성풀이 :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② 작곡 : 주어진 동기로 3도막 형식의 피아노곡 쓰기
③ 피아노 실기 : Bach invention 또는 Sonata 중 택1
                     (Sonata는 빠른 악장)

각 20점
5선지배
부

암 보

※ 성악 및 관현악 지원자는 반주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함.
※ 각 분야의 연주에서 심사위원의 지시 없이 연주를 포기하거나 도중 퇴실자는 0점 처리함.

   2) 미술학과

세부전공 실  기  내  용 규 격 고사시간 준비물 배 점 비 고

서 양 화 인체실기 소묘 3절지 4시간 연필 60점

시각디자인 정밀묘사 4절지 4시간 연필 60점

라. 자격증 가산점 반영 방법

종목 및 등급 기사 및
인정자격증

산업기사 및
인정자격증

기능사 및
인정자격증

배    점 5점 3점 1점

1)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부여함
2)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는 본교에서 정한 종별 등급에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에 대하여 최고 5점까
지만 부여함

3)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편입학원서에 자격증 종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입학원서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

    ■ 면접고사 반영방법

구  분 언어능력 인 · 적성 사고력 전공소양 계

모든 계열 40점 15점 15점 30점 100점

※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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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별로 입학전형 평가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함. 
     * 전적대학 성적과 면접고사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반영
         (단, 동점자는 소수점이하 무한대까지 적용)
나. 예비합격자는 최초 또는 추가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이나 등록포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단

위 내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다.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
 1)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예능계) 고득점자
 2) 전적대학성적 고득점자 
 3) 자격증 고득점자
 4) 연소자
 5) 그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함
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1) 소정의 제출서류가 미비된 자
 2) 지원 자격 미달 자
 3) 면접(실기)고사 결시 자
 4) 면접(실기)고사 성적이 배점의 60% 미만인 자
 5)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 등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
마. 예비합격 후보자 및 추가합격자 선발
    1) 예비합격 후보자: 모집단위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2) 추가합격자:  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합격 후보 순으로 선발함
    3) 추가합격자 선발 방법: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하며, 3회 통화까지 연결이 되지않은 경우 미등록 충

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9   원서 접수

1. 일반 · 학사 편입학

▧ 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 9.(수) 09:00 ~ 1. 15.(화) 18:00 (24시간 접수 가능,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접수방법
     1) 방법: 본교 홈페이지(www.mokpo.ac.kr)에 접속 후 유웨이 (http://www.uway.com)접수
         * 사진파일: 본인의 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JPG 파일만 가능

◆ 원서 접수 진행 순서 ◆
본교 입학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접속   회원 가입 / 로그인  목포대학교 선택  일반 · 학사편입
학을 구분하여 선택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확인(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료 등)  입학원서 작성 및 사진파일 
입력(미입력시 접수 되지 않음), 각종 입력내용을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정확히 입력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원
서 기재사항을 확인 후 결재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본인보관) 
※ 서류 제출 및 서류 도착 확인 후 최종 접수 완료

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1)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2) 입력한 자료의 내용이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
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3) 접수된 지원 서류(원서포함)는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나 지원 사항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원서접수 완료여부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수험번호가 기재된 수험표가 발급되어야 접수가 성공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므로 수험번호 기재여부와 본인의 지원사항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 수험표 분실 시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메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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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

가. 접수방법 : 방문
나. 접수기간 : 2019. 1. 9.(수) ~ 1. 15.(화)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제출: 2019. 1. 9.(수) ~ 1.17.(목) 09:00 ~ 18:00(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A70) 2층 입학관리과)

10   전형료

전형 학과 일반관리비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합계

일반 · 학사 
재외국민과 순수 외국인

모든 학과
(음악 · 미술학과만 제외)

20,000원 20,000원 - 40,000원

음악 · 미술학과 20,000원 - 40,000원 60,000원

※ 천재지변, 질병 및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실기)고사에 미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전
형료를 환불함 

11   등록금 및 MNU 브리지 장학금

◯ 등록금(2018학년도 기준임) (단위: 원)

구  분

계열별

비고
인문 · 사회

지적,정치언론홍
보,

전자상거래학과

도시및지역개
발학과 이학 · 체육 공학 · 예능

등록금 1,661,000 1,973,000 2,087,000 1,982,000 2,122,000

◯ MNU 브리지 장학금액 (2018학년도 기준임)
- 입학 전형 모든 합격자는 아래 MNU 브리지 장학금액을 전원 지급함  (단위: 원)

구  분

계열별

비고
인문 · 사회

지적,정치언론홍보, 
전자상거래학과
도시및지역개발학과

이학 · 체육 공학 · 예능

장학금액
(수업료Ⅰ)

374,000 374,000 383,000 409,000
편입생 최초학기
(3학년 1학기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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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발표
1) 일시: 2019. 2. 1.(금) 16:00 예정 
2) 장소: 본교 입시홈페이지(http://ipsi.mokpo.ac.kr) 공고(개별통보 하지 않음)
※ 예비후보자는 모집단위별로 성적 총점 고득점 순에 따라 지원자 전원 선발(부적격자 제외)

나. 충원 합격자 발표
1) 일시: 2019. 2. 12.(화) ~ 2. 14.(목) 16:00 예정
2) 장소: 본교 입시홈페이지(http://ipsi.mokpo.ac.kr) 공고/개별통보
※ 입학(등록) 포기,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총점 고득점 순에 의하여 충원 
합격자를 선발함.

2. 합격자 등록

가. 합격자 등록
1) 납부기간: 2019. 2. 7.(목) 09:00 ~ 2. 11.(월) 16:00
2) 납부방법: 신한은행, 농협 전국지점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 및 가상계좌는 합격자 발표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 가능

나. 충원합격자등록
1) 납부기간: 2019. 2. 13.(목) 09:00 ~ 2. 15.(금) 16:00
2) 납부방법: 신한은행 목포대학교지점 납부 
* 납부고지서는 합격자 발표 본교 입시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 가능

13   지원자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면접고사(실기고사)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참하지 않은 자는 면접고사(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지원 자격 미달자, 성적 허위 기재, 제출서류의 위 ·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입학)을 취소함(편입학 취소 및 학적 말소)

다. 기재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 및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 응시한 경우를 제외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여러 대학교에 중복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

의 합격이 취소됨
바. 합격사항, 등록금 납부사항, 기타 입학전형 변경사항 등 모든 공고사항은 개별 통지 하지 않으니, 지원자는 입학전

형 관련 공고사항을 본교 입시홈페이지(http://ipsi.mokpo.ac.kr/)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
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사. 편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수료예정확인서를 제출한 등록자는 입학 
후 7일 이내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등록)이 취소됨

아. 본국에서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한국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함(보
건복지부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안내 참조)

자.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주요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을 준용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전 화 : 061-450-6000, 6004, 6005 
 - 팩 스 : 061-45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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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19학년도 대학 편입학 원서 

전형구분       ■일반 편입학 (        )               ■학사 편입학 (        )  

모집단위                            (학과)                          (트랙)

음악학과
실기고사

                     전공
관현악 악기명(          )

미술학과
실기고사

인체실기(             )
정밀묘사(             )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사진
(3㎝ × 4㎝)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추가연락처

주소

전적
대학
학력
사항

구분 대학교 학과 취득학점
백분율
점수

수료학년/
졸업(예정) 
여부

수료학년/
졸업(예정) 
연월

전적 1

전적 2 

자격증 종별 자격증 등급

원서 접수시 이력한 지원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전화번호, 이메일)에 대하여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전형, 학사업무, 학적조회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
됩니다. 지원서 접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 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귀 대학에 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목포대학교총장 귀하

접수번호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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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2019학년도 대학 재외국민 및 외국인 편입학 원서

전형구분       ■ 재외국민 편입학(        )     ■ 외국인 편입학 (        )  

모집단위                                     (학과)                          (트랙)

음악학과
 실기고사

                     전공
관현악 악기명(          )

미술학과
실기고사

인체실기(             )
정밀묘사(             )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영문) 모국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추가연락처

주소

전적
대학
학력
사항

구분 대학교 학과
백분율
점수

수료학년/
졸업(예정)
여부

수료학년/
졸업(예정)
연월

전적 1

전적 2 

전적대학 주소

원서 접수시 이력한 지원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전화번호, 이메일)에 대하여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전형, 학사업무, 학적조회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
됩니다.  지원서 접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 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귀 대학에 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목포대학교총장 귀하

접수번호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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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접수(수험)증

접수번호
수험번호

 ※

성    명

지    원
모집단위

                                                학과
                                                트랙

사진
(3㎝ × 4㎝)

접수자
(인)

    목포대학교

※ 이 수험표는 본인이 보관하며 예비소집(대기실), 면접 ₩ 실기고사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 실기고사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신분증이 없을 경우 각
종 고사에 응시할수 없음)

전 형 일 정

1. 면접고사 : 2019. 1. 29.(화) 14:00(13:30까지 입실)
     - 전체 학과(음악학과, 미술학과 제외) 

2. 실기고사 : 2019. 1. 29.(화) 14:00(13:30까지 입실) 
    - 예능계 학과(음악학과, 미술학과)  

3. 장소공지 :  2019. 1. 28.(월) 15:00(예정) 
    - 본교 입시홈페이지 공고
    - 도림캠퍼스(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번지) 지정 장소 

4. 합격자 발표 : 2019. 2. 1.(금) 16:00(예정)
    -  본교 입시홈페이지 공고 

5. 등록기간 : 2019. 2. 7.(목)~ 2. 11.(월)16:00 까지
   - 본교 입시홈페이지 입학정보란 공고 
      (http://ipsi.mok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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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유학경비부담서약서
Financial Affidavit

  재정상태 신고 및 보증(Declaration & guarantee of finances)
  본교 수학기간 동안 조달 가능한 금액
  (The amount of money you will be able to rise during the studying period in Mokpo National University)

Amount Available US$ Applicant’s Name :

조달 가능 금액 성명

○ 보증인(Sponsor)
상기 학생이 귀교 수학기간 동안 학비를 포함한 일체의 소요경비 조달문제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질 것과 함께 제출
하는 본인의 재직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틀림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will take full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 and living ex-
penses for the student mentioned above for the duration of studies. Further, I guarantee that 
the attached certificate of employment and certificate of property tax payment are true and 
accurate.)

성명(Name) 서명(Signature) 학생과의 관계(Relation)

전화번호(Phone) 주소(Address)

연간소요경비(추정액) 

   수업료(Fee) 

   입학금(Admission fee) 

   주거비 및 식비(Housing & Food) 

   잡  비(Personal expenses) 

   계(Total) : USD 12,000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My signature below indicates that all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서명(signature) 연월일(Date)

목포대학교 총장 귀하(Mokpo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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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학력 조회 동의서(Letter of Consent)

     ○ 성명/Name : 
     ○ 지원 모집단위/Desired Major :

교육과정
Curriculum

학교명
Name of School

학교주소
School Address

전화번호/Phone
팩스번호/Fax

학위번호
Registered 
Number

고등학교
High 
school

영문
English

자국어
Mother
Language

대학교
College

영문
English

자국어
Mother
Language

※ College information is only for transfer applicants.
※ Phone and fax numbers must include country and regional calling codes.
※ Applicants must correctly fill out the above information in order to properly investigate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상기의 자료는 귀교에서 공식적으로 본인의 학력 자료를 조회하는데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uthorize that Mokpo National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and 
personal information from each academic institution I have attended, in connection with the 
admission process.

2019.         .          .

지원자 성명/Name of Applicant :                                       (서명/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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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수료예정확인서

전형구분 일반편입학 지원학과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전적대학 내용

학교명                          대학교

학과명

수료예정학점
(학생취득학점)

                 학점
2학년 수료인정학점
(학교기준학점)

                   학점

수료학년                  학년 수료예정일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19.     .       .

                                             대학교 학사운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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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12~’19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연번 지정 학년도 학교명 연번 지정 학년도 학교명
1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43 ’14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 ’12학년도 경복대학교 44 ’14학년도 영진전문대학교
3 ’12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45 ’14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4 ’12학년도 강릉영동대학교 46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5 ’12학년도 선린대학교 47 ’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6 ’12학년도 조선간호대학교 48 ’15학년도 김해대학교
7 ’12학년도 경북과학대학교 49 ’15학년도 대동대학교
8 ’12학년도 전남과학대학교 50 ’15학년도 대원대학교
9 ’12학년도 기독간호대학교 51 ’15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10 ’12학년도 마산대학교 52 ’15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 ’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53 ’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12 ’12학년도 혜전대학교 54 ’15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13 ’12학년도 거제대학교 55 ’15학년도 전북과학대학교
14 ’12학년도 서영대학교 56 ’15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15 ’12학년도 여주대학교 57 ’15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16 ’12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58 ’16학년도 경민대학교
17 ’12학년도 호산대학교 59 ’16학년도 구미대학교
18 ’12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60 ’16학년도 동주대학교
19 ’12학년도 대경대학교 61 ’16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20 ’12학년도 대구과학대학교 62 ’16학년도 백석문화대학교
21 ’12학년도 대구보건대학교 63 ’16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2 ’12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64 ’16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
23 ’12학년도 문경대학교 65 ’16학년도 부천대학교
24 ’12학년도 수원과학대학교 66 ’16학년도 서정대학교
25 ’12학년도 신성대학교 67 ’16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26 ’1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68 ’16학년도 용인송담대학교
27 ’12학년도 안산대학교 69 ’16학년도 인천재능대학교
28 ’1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70 ’16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29 ’12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71 ’17학년도 강동대학교
30 ’12학년도 청암대학교 72 ’17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31 ’12학년도 충청대학교 73 ’17학년도 서일대학교
32 ’12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74 ’17학년도 창원문성대학교
33 ’13학년도 동강대학교 75 ’17학년도 포항대학교
34 ’13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76 ’18학년도 군장대학교
35 ’13학년도 두원공과대학교 77 ’18학년도 서라벌대학교
36 ’13학년도 수성대학교 78 ’18학년도 송곡대학교
37 ’13학년도 울산과학대학교 79 ’18학년도 송호대학교
38 ’13학년도 춘해보건대학교 80 ’18학년도 영남외국어대학
39 ’1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81 ’18학년도 한영대학
40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82 ’19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41 ’14학년도 경북전문대학교 83 ’19학년도 세경대학교
42 ’14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84 ’19학년도 우송정보대학

전체 총 8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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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편입학 학과별  반영 자격증 종목 및 등급 현황

영어영문학과
TOEIC 650점, 
TOEFL(IBT) 74점

TOEIC 600점, 
TOEFL(IBT) 68점

TOEIC 550점, 
TOEFL(CBT) 63점

중국언어문화학과 신 HSK 6급 신 HSK 5급 신 HSK 4급

일어일문학과 JPT 700점, JLPT 1급(N1) JPT 650점, JLPT 2급(N2) JPT 600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

도시계획,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지적, 교통, 건축, 토목, 
조경, 감정평가사, 공인중개
사, TOEIC 550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
통, 건축, 토목, 조경,TOEIC 
500점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지적, 전산
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
도, TOEIC 450점

행정학과

행정사,행정관리사 1급, 정책
분석평가사 1급, TOEIC 550
점 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전
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
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행정관리사 2급, 정책분석평가사 
2급, TOEIC 500점 이상,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개정전: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
용능력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행정관리사 3급, 정책분석평가사 
3급, TOEIC 450점 이상, 컴퓨
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 
· 2급,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정보
처리기능사

지적학과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TOEIC 700점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공인중개사(1차합격-유효기간
내), 감정평가사(1차합격-유효
기간내), TOEIC 600점

지적, 측량, 지도제작, 항공사진, 
전산응용토목제도, TOEIC 500
점, 

정치언론홍보학과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 사회조사분석
사 1급,  소년지도사 2급,  소
년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회조사분석
사 2급, 소년지도사 3급, 소년
상담사 3급

물리학과
전기, 전자, 초음파비파괴검
사, 전파통신, 무선통신, 열관
리, 광학

전기, 전자, 초음파비파괴검사, 
방송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열관리, 전기기기, 광학

초음파비파괴검사, 전기기기, 통
신기기,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
자기기

화학과

화공, 화약류제조,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학분
석, 가스

위험물, 화공, 화약류제조, 대
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가스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
반면허(RI면허)

화학분석, 위험물, 환경, 가스

생명과학과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관
리, 자연생태복원, 생물공학, 
생물분류(동물,식물) 

환경(수질, 대기, 폐기물) 관리 
자연생태복원  

친환경
바이오
융합학과

원예생명
과학

종자, 식물보호, 시설원예, 식
품, 농화학, 대기환경, 수질환
경, 화훼장식, 농산물품질관리
사, 유기농기사

종자, 식물보호, 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대기환경, 수질환경

종자, 화훼재배, 시설원예, 채소
재배, 과수재배, 식물보호, 화훼
장식

해양수산
자원학

수산양식, 해양환경,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
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어병, 어로, 수산제조, 대기환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해양조사, 어로, 수산제조, 잠
수, 수산양식, 대기환경, 수질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수산양식, 어로, 잠수, 환경

한약
자원학

종자기사, 화학기사, 식물보
호기사, 산림기사,임업종묘기
사, 생물(식물)분류기사, 시설
원예기사, 식품기사, 유기농업
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종자산업기사, 농화학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산림산업기
사, 임업종묘산업기사,생물분류
(식물)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
기사, 식품산업기사,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산
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시설
원예기능사, 식품기능사, 유기농
업기능사

식품
영양학

식품제조, 영양사 위생사 한식조리기능사(양식,일식,중식,
복어),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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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신소재공
학과

기계공학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
계, 용접, 건설기계정비, 메카
트로닉스, 기계공정, 설계, 치
공구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
출금형설계, 정밀측정, 철도차
량, 농업기계, 설비보전, 궤도
장비정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
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
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
도동력차기관(전기)
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
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농업기계, 윤활관리, 제관배관
설비, 치공구설계, 자동차검사, 
철도차량, 전자부품장착, 궤도
장비정비

선반, 연삭, 밀링, 전산응용기계
제도, 보일러취급, 열차조작, 자
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정비, 
자동차검사, 기중기운전, 로울러
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
전, 가스용접, 프레스금형, 수치제
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 불
도우저운전, 객화차정비, 사출금
형, 정밀측정, 기계정비, 농기계
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제관
배관설비, 모우터그레이더, 운전, 
보일러시공, 계량기계, 굴삭기운
전, 설비보전, 전기용접, 특수용
접,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장착, 
궤도장비정비, 생산자동화

신소재
공학

금속(방사선 · 초음파 · 자기 · 
침투 · 와전류 · 누설)비파괴검
사,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
조, 세라믹

금속(방사선 · 초음파 · 자기 · 침
투 · 와전류 · 누설)비파괴검사,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공
업화학, 화약류제조, 고분자제
품제조, 위험물관리

금속(방사선 · 초음파 · 자기 · 침투 
·  와전류 · 누설)비파괴검사, 표
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열처리, 
열간압연, 냉간압연, 출로, 제선, 
특수도금, 인발, 단조, 제강, 전
기도금, 위험물관리,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프라스
틱성형가공

조선해양
공학과

조선해양
설계

조선, 기계, 선박건조, 선박기
관, 정비, 선체의장, 전산응용
조선제도, 용접

조선, 기계, 선박건조, 선박기
관, 정비, 선체의장, 전산응용
조선제도, 생산자동화, 용접

조선, 기계, 선박건조, 선박기관, 
정비, 선체의장, 전산응용조선제
도,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
접, 생산자동화

전기 및 제어공학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
신호,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공
업계측제어, 정보통신, 전파통
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
비, 통신선로, 전산응용, 건축제
도, 전산응용, 가공제도, 정보처
리, 정보기술, 에너지관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웹
서버관리사, 네트워크관리사, 
웹프로그래머, 웹마스터, 웹페
이지,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
넷시스템관리사, 정보검색사, 
인터넷보안전문가, 멀티미디어
전문가, PC정비사, 매카드로닉
스, 지능형로봇, 로봇기술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
신호,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통신, 전파
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
선설비, 통신선로, 전산응용건
축제도, 전산응용가공제도, 정
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신재생에
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
신호,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공
업계측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전산응용건축제도, 전
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제
도, 정보처리, 정보기술,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전자 · 정보 
통신공학과

정보전자
공학

무선설비, 광학, 반도체설계, 
임베디드, 전자계산기, 의공,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웹마스터전문
가1급, 웹프로그래머1급, 정
보시스템감리사, 네트워크관
리사1급

무선설비, 광학,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전자, 사
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네트
워크전문가2급, 네트워크관리
사2급, 웹마스터전문가2급, 웹
프로그래머2급

무선설비, 광학, 반도체설계, 전
자 산기, 의료전자, 전자, 전자캐
드,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
자통신, 웹프로그래머3급

정보통신
공학

정보통신, 무선설비, 정보처
리,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
기조직응용, 네트워크관리사1
급, CCNA, SCJP

정보통신, 무선설비, 정보처리, 
전파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
신, 네트워크관리사 2급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
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기
기운용,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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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정보처리, SIS, CISA, CIS-
SP, 전자계산기,방송통신,정
보통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웹마스터전문가1급, 웹프로
그래머 1급,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정보시스템감리사, 멀
티미디어전문가, 네트워크관
리사 1급, 인터넷보안전문가
1급,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전
자상거래관리사 1급, CCNA, 
HP-UXP, CSA, OCP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
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기술, 통신선로, 무
선통신사, 네트워크전문가2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인터넷보
안전문가 2급, 웹마스터전문가 
2급, 웹프로그래머 2급, 전자상
거래관리사 2급,  사무자동화, 
전산세무회계 1,2급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
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통신선로, 컴퓨터그래픽
스운용, 웹프로그래머3급, 워드
프로세서 1,2급,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PC
정비사 1,2급, 인터넷정보검색사 
1,2급, 전산세무회계 3,4급

정보보호학과

정보처리, CISA, CISSP,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정보통
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웹마스터전문가1급, 웹프로
그래머1급, 정보시스템감리
사, 네트워크관리사1급,인터
넷보안전문가1급, 인터넷
시스템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리사1급, CCNA, HP-
UXP, CSA, OCP, 리눅스마
스터1급,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리사(CPPG)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
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기술, 통신선로, 무
선통신사, 네트워크전문가 2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인터넷보
안전문가 2급, 웹마스터전문가 
2급, 웹프로그래머 2급, 전자상
거래관리사2급, 사무자동화, 전
산세무회계 1,2급, 리눅스마스
터2급, 정보보안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방송통
신,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
용, 통신선로, 컴퓨터그래픽스운
용, 웹프로그래머3급, 워드프로
세서1,2급, 컴퓨터활용능력1,2
급, 전자상거래운용사, PC정비
사, 1,2급, 인터넷정보검색사 
1,2급, 전산세무회계 3,4급

건축 · 토목
공학과

토목
공학과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철도
보선, 콘크리트, 지적, 응용지
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항로표지, 해양공학, 산업안
전, 교통,도시계획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철도보
선, 콘크리트, 지적,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산업안전, 교통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
험, 도화,보선, 석공, 지도제작, 
측량, 콘크리트,항공사진, 지적, 
잠수, 항로표지

건축
공학과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
설안전,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
안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방수

전산응용건축제도, 실내건축, 타
일, 미장, 온수온돌, 조적, 철근, 
건축목공, 건축도장, 도배, 방수, 
유리시공, 거푸집, 비계

식품공학과
식품, 수산제조, 생물공학, 축
산, 포장

식품, 수산제조, 생물공학, 축
산, 포장, 조리, 영양사, 위생사

축산(농산, 수산, 축산) 식품가공, 
제과사, 제빵사, 주조사

환경공학과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
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환경

조경학과
조경, 자연생태복원, 도시계
획, 산림, 지적, 건축, 실내건
축,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자연생태복원, 도시계획, 
산림, 지적, 건축, 실내건축,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산림, 지적, 실내건축, 전
산응용 건축제도, 컴퓨터그래픽
스운용

건축학과
건축사, 건축, 건설안전, 건축
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설안전, 건축설비, 실
내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실내건축

경영학과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
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물류관
리사, 주택관리사보, 증권분석
사, 금융자산관리사, TOEIC 
700 이상

세무회계 1,2,3급, 전산회계사 
1,2,3급, 유통관리사 1,2급, 
증권투자상담사, 재무위험관리
사, 선물거래상담사, 공인중개
사, 경매사, 판매관리사 1,2,3
급, 품질진단경영사, ISO인증
심사원, 컨벤션기획사 1,2급, 
사회조사분석사 1,2급, 직업상
담사 1,2급, TOEIC 500 이
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2,3급, 사무자
동화 2,3급, TOEIC 4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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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자산관리사(은행,보험,증권), 
증권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공인회계사, HSK 5급, JPT 
700점, 토익 600점 이상, 
TESAT 1급 이상

세무회계 1,2,3급, 전산회계사 
1,2,3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HSK 4급, 
JPT 650점, 토익 550점 이상, 
TESAT 2,3급

HSK 3급, JPT 600점, 토익 
500점 이상, TESAT 4,5급

무역학과

관세사, 국제무역사1급, 물
류관리사, 무역영어1급, 외
환관리사, 토익 700점, 보세
사, 원산지관리사, HSK 5급, 
JPT 700점

무역영어 2급, 국제물류관리사, 
선물거래상담사, 유통관리사1
급,2급, 토익 600점, 전산회계
사 1,2,3급, HSK 4급, JPT 
650

무역영어3급, 무역관리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토익 
500점, HSK 3급, JPT600점

금융보험학과

자산관리사(은행, 보험, 증
권), 투자권유자문인력적격성
인증시험, 투자권유대행인, 운
용전문인력, 외환관리사, 국
제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
사, 손해사정사(재물,차량, 신
체), 보험계리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
사, AFPK, CFP, 토익 700
점 이상 

은행텔러, 보험중개인, 보험설
계사,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
용사(1~3급), 언더라이팅, 보
험모집인(손해보험),  정보처리
산업기사, IFP(종합자산관리
사), 토익 600점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토익 500점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급

호텔관리사, 국외여행인솔자격
증(T/C), 컨벤션기획사2급

호텔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 
TOPAS, ABACUS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정보
처리, 무선인터넷관리사 1
급, 네트워크관리사, e-Test 
Leader, 전산세무1,2급, 전
산회계1급, ERP정보관리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1급, 
기업세무실무고급,1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 사무
자동화, 무선인터넷관리사 2
급, e-Test Professional, 
ICDL, MOS-master, 전산
회계2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기업세무실무2급

정보처리, e-Test Student, 
컴퓨터활용능력, PCT, PC정비
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
인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 ICDL 
Start, 전산회계운용사3급, 전산
회계3급

패션의류학과

컬러리스트기사, 섬유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
사, 한복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섬유산업
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
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샵마스
터(3급), 패션스타일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 염색기능사(침
염),신발류제조기능사, 양복기능
사,양장기능사, 한복기능사

체육학과

생활체육지도자 1, 2급, 경기
지도자 1, 2급, 체육지도자(1
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
활스포츠지도사,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
사)스포츠경영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체육지도자(2급 전문스포츠지도
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
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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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관련 문의처

■ 입시상담: 입학관리과 (061)450 - 6000, 6004 ~ 5

■ 각 모집단위 관련 문의처

단과
대학

모집단위
문의처

(지역번호 : 061)
단과
대학

모집단위
문의처

(지역번호 : 061)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450-2110

공과
대학

융합소프트웨어학과 450-2770

영어영문학과 450-2120 정보보호학과 450-2710

중국언어와문화학과 450-2140
건축공학과 450-2450

토목공학과 450-2470

일어일문학과 450-2160 식품공학과 450-2420

독일언어문화학과 450-2690 환경공학과 450-2480

사학과 450-2130 조경학과 450-2360

고고문화인류학과 450-2150, 2190 건축학과 450-2720

사회
과학
대학

도시및지역개발학과 450-2220

경영
대학

경영학과 450-2610

지적학과 450-2250 경제학과 450-2210

사회복지학과 450-2270 무역학과 450-2620

법학과 450-2230 금융보험학과 450-2630

행정학과 450-2240 관광경영학과 450-2640

정치언론홍보학과 450-2260 전자상거래학과 450-2650

자연
과학
대학

물리학과 450-2320

생활
과학
예술
체육
대학

아동학과 450-2510

화학과 450-2330 패션의류학과 450-2530

생명과학과 450-2340 음악학과 450-6050

친환경바이오융합학과 450-2370
미술학과 450-6070

해양자원학과 450-2390

간호학과 450-2670 체육학과 450-2380

공과
대학

기계 · 신소재공학과 450-2410, 2490

사범
대학

교육학과 450-2170

조선해양공학과 450-2760, 2730 윤리교육과 450-2180

전기및제어공학과 450-2460, 2750 영어교육과 450-2540

전자 · 정보통신공학과 450-2430, 2740 수학교육과 450-2310

컴퓨터공학과 450-2440 환경교육과 450-2780

학사관련 문의처

업 무 부서명
문의처

(지역번호 : 061)
업 무 부서명

문의처
(지역번호 : 061)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 교무과 450-2026~7 등록금 납부 재무과 450-2074

휴학 등 학적관리 교무과 450-2021~2 생활관 입실 학생생활관 450-2909~10

장학제도
(장학, 융자, 근로)

학생지원과 450-2047~8 ROTC(학군단) 학군단 450-2971



2019학년도

일반 · 학사 편입학
재외국인 및 외국인 전형

편입생
모집요강

국립목포대학교 58554 전남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T 061-450-6000  F 061-450-6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