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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전문대학 중점육성을 통한 일자리와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과정(NCS기반) 정착으로 취업걱정 없는 입학전형 시행

     - 연간 15만명 이상 전문직업인 양성을 통해 취업률 80%, 고용률 70% 달성 목표

   ▪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비교과입학전형 등 고등직업교육중심

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입학전형 실시

   ▪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모집인원은 ’14년 대비 7.7% 감소한 219,180명 모집

   ▪ 농어촌출신, 사회·지역배려자를 위한‘고른기회 입학전형’확대 

실시로 교육복지 실현

   ▪ 특성화학과, 융복합학과, 안전 관련 학과 등 직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학과 확대 운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는 8월 12일(화)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현장중심 전문직업인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하여 전문대학을 특정산업과 연계한 강점

분야로 특성화하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전문대학이 고등교육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취업률 80%, 고용률 70%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연간 3000억원의 정부지원을 통해 매년 15만명 이상의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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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는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의 결실을 통해 변화된 

전문대학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서,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면 곧바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 비교과 입학전형 등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중시하는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입시단계에서부터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2016학년도 입학전형은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하여 

’14년 대비 7.7%(18,244명) 감소한 219,18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출신 및 저소득층,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전체 전문대학에서 32,115명을 모집하고,

◦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 기술개발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융복합학과’ 등,

직업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 특히, 소방안전관리과, 응급구조과 등 안전 관련 인력 양성을 위

해 46개 대학 59개 학과에서 3,61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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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학년도 모집인원

□ 2016학년도 총 모집인원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총 모집인원은 219,180명으로, 2015학년도 

226,085명에 비해 6,905명(3.1%)이 감소하였다.

※ ’14년 237,424명(△4.0%) ’15년 226,085명(△4.8%), ’16년 219,180명( △3.1%)

◦ 모집인원 감소는 향후 학령인구 변화에 대비한 전문대학의 선제적

대응과 고등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증감 비율(%)

전체 모집인원* 219,180 226,085 △6,905 △3.1%

대학 수 137 137 - -

*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총 모집인원 : 2014.7월말 기준

□ 시기별 모집

◦ 시기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으로 137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83.2%인 182,297명을 선발하며, 정시모집으로는 137개 대학에서 

36,883명을 선발한다.

-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경우, 2015학년도 186,005명에 비해 3,708명이

감소하였으나, 선발비중은 0.9% 증가하였다.

구분 2016학년도 2015학년도
비중 비중

수시모집 182,297 83.2% 186,005 82.3%

정시모집 36,883 16.8% 40,080 17.7%

합계 219,180 100.0% 226,085 100.0%

- 4 -

◦ 모집일정에 따라 구분되는 시기별 모집인원은 수시1차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33,566명(60.9%)을 선발하고, 수시2차는 48,731명(22.2%),

정시1차 35,078명(16.0%), 정시2차에서는 1,805명(0.8%)을 선발한다.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비중

수시모집

1차 134 133,566 61.0

2차 135 48,731 22.2

소계 137 182,297 83.2

정시모집

1차 137 35,078 16.0

2차 45 1,805 0.8

소계 137 36,883 16.8

합계 137 219,180 100.0%

□ 전형별 모집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되는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으로 77,494명(총 모집인원의 35.4%)을 선발하며, 특별전형으로는 

141,686명(64.6%)을 선발할 계획이다.

- 특별전형 중에서는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자체 특별전형”으로 총 105,039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대졸자, 기회균형대상자,

장애인, 재외국민,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총 36,64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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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대학수 인원 비율 대학수 인원 비율 대학수 인원 비율

일반전형 94 52,574 28.8 133 24,920 67.6 133 77,494 35.4

자체 특별전형

사회․지역배려자, 

경력자, 추천자, 

출신고교 유형 등

133 100,913 55.4 105 4,126 11.2 134 105,039 47.9

정원외 특별전형

대졸자※ 122 10,050 5.5 83 3,584 9.7 135 13,634 6.2

기회균형대상자※ 　 10,480 5.7 　 1,355 3.7 　 11,835 5.4

장애인 등 18 215 0.1 10 110 0.3 23 325 0.1

재외국민 등
※

82 4,497 2.5 44 2,376 6.4 102 6,873 3.1

성인학습자
※

81 3,568 2.0 33 412 1.1 84 3,980 1.8

소계 136 28,810 15.8 94 7,837 21.2 137 36,647 16.7

합계 137 182,297 100.0 137 36,883 100.0 137 219,180 100.0

※ 대졸자 : 전문대학 졸업자 포함

※ 기회균형대상자 : 농어촌,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특성화고졸 재직자, 서해5도 학생 포함

※ 재외국민 등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포함

※ 성인학습자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포함

□ 학제별 모집 

◦ 전문대학은 전공 특성에 따라 2년제학과와 3년제학과, 4년제학과

(간호과)로 구분되어 지는데,

- 2년제 학과의 경우, 127개 대학에서 148,581명(67.8%)을 모집하고,

3년제 학과는 126개 대학에서 59,338명(27.1%)을, 4년제 학과(간호과)는 

58개 대학에서 11,261명(5.1%)을 선발할 계획이다.

◦ 동일한 학과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2년 또는 3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 특히, 간호과의 경우 대학에 따라 3년 또는 4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 지원 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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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간호과 설치 대학】

가톨릭상지대학, 강릉영동대학, 거제대학, 경남정보대학, 경복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산1대학, 경인여자대학, 계명문화대학, 광주보건대학, 군산간호대학, 기독간호대학, 김천과학대

학, 김해대학, 대경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보건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 대전

보건대학, 동강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아인재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 동의과학대학, 두원공과대학, 

마산대학, 문경대학, 부천대학, 삼육보건대학, 서영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선린대학, 수성대학, 수

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신성대학, 안동과학대학, 안산대학, 여주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

대학,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전북과학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 조

선간호대학, 진주보건대학, 청암대학, 춘해보건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 충청대학, 한림성심대학, 

혜전대학

 * 밑줄 대학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호학과 외에도 일부 4년제 학과 추가로 운영

2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전형요소 간소화

◦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요소는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를 중심

으로 활용하며, 대부분 대학이 2개 이내의 요소만 반영한다.

◦ 또한, 학생․학부모가 전형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영비율을 

단순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구분 기준

학생부 학생부의 교과성적 및 비교과 활동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

수능 수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

면접 학생의 취업의지, 소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

실기 전공과 연계한 실기수준을 평가

서류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추천서, 자격증 등 특기 및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중심으로 동기와 관심, 재능 등을 평가

 ※수학, 과학, 영어, 논술 경시대회 수상 등 각종 교과위주의 스펙 관련 서류와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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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인원의 69.6% 선발

◦ 핵심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한 전형유형별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전체인원의 69.6%인 152,545명 모집하고,

“수능위주 전형”은 20,098명(9.2%), “면접위주 전형”은 22,042명

(10.1%), “실기위주 전형”은 6,573명(3.0%), “서류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17,922명(8.2%)을 모집한다.

전형유형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학생부위주 145,477 79.8 7,068 19.2 152,545 69.6

수능위주 0 0.0 20,098 54.5 20,098 9.2

면접위주 20,495 11.2 1,547 4.2 22,042 10.1

실기위주 3,509 1.9 3,064 8.3 6,573 3.0

서류위주 12,816 7.0 5,106 13.8 17,922 8.2

합계 182,297 100.0 36,883 100.0 219,180 100.0

□ 산업수요를 고려하는 비교과 입학전형 확대 실시

◦ 또한, 전년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교과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

고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여 직업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전형”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2016학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6개교 증가한 21개교에서 실시하며.

총 173개학과에서 1,84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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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비교과 입학전형 운영 현황】

구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A)

2016학년도

(B)

증감

(B-A)

대학수 14 15 21 ↑6

학과수 116 119 173 ↑54

선발인원 1,151 1,313 1,845 ↑532

【2016학년도 비교과 입학전형 실시대학 및 모집인원 현황】

■ 총 21개교, 173개학과, 1,845명 모집 (단위 : 과, 명)

대학명
모집

학과 수
모집인원 대학명

모집
학과 수

모집인원

경남정보대 6 35 백석문화대 13 116

경복대 1 40 수성대 4 72

계명문화대 16 47 수원여자대 6 27

계원예술대 2 46 여주대 1 38

구미대 16 249 연성대 7 30

국제대 3 120 영남이공대 20 78

군장대 2 8 영진전문대 13 166

대경대 9 27 인천재능대 14 66

대구과학대 24 500 제주관광대 2 40

동주대 7 87 창원문성대 4 33

마산대 3 20 합계(21개교) 17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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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능성적 반영 현황

□ 선택형 수능성적 반영방법

◦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선택형 과목에서

A형과 B형 모두를 동시 반영하며, 26개교의 일부학과에서는 B형 수능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택형 수능 반영 대학 수 현황】

구분
국어 수학

영어
A B A/B A B A/B

반영 대학 수 - - 122개교 - - 116개교 121개교

□ 수능 과목별 반영 개수 현황

◦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의 과목별 반영 개수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60개교로 가장 많고, 3개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42개교, 4개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28개교이며, 14개교의 

경우에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수능 과목별 반영 개수 현황】

구분 1개영역 2개영역 3개영역 4개영역 미반영

반영 대학 수 6개교 60개교 42개교 28개교 1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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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방향에 따라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및 저소득층, 사회․지역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원외 특별전형 중 기회균형선발로, 136개교에서 총 11,8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 정원내 특별전형에서도 사회․지역배려자 선발로 91개교에서 

20,2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고른기회 입학전형 운영계획】

전형구분 전형명 실시대학 모집인원

정원외

특별전형

기회균형

대상자

농어촌 출신자 136 5,81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30 3,892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0 1,196

서해5도출신자 18 432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 2 501

소계 136 11,835

정원내

특별전형

사회․지역

배려자

국가유공자, 도서벽지, 산업재해 및 

교통장애, 한부모 및 조손가정, 국가

재난 및 특별재해 지역 등

91 20,280

합계 137 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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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업분야별 운영학과 및 모집계획

◦ 전문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학과 등 직업분야별로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응급구조 등으로 분류되는 “간호보건”

분야의 경우, 105개교, 442개학과에서 29,831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 자동차, 철도전기, 조선해양, 기계공학과 등으로 분류되는 “기계․

전기․컴퓨터” 분야의 경우에는 104개교, 482개학과에서 43,3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호텔관광 및 호텔경영, 관광외국어, 항공운항과 등으로 분류되는

“호텔․항공․관광” 분야의 경우, 83개교, 171학과에서 11,76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실용음악과 등으로 분류되는 “방송․음

악․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62개교, 185개학과에서 9,564명을 선

발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피부미용 및 패션디자인과 등의 “뷰티․디자인” 분야,

부사관 및 경호과 등의 “국방․경찰” 분야 등 수험생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 2016학년도 전문대학의 주요 분야별 모집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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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학과 대학수 학과수 모집인원

간호·보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응급

구조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안경광학과, 보건의료행정

과, 언어재활과 등

105 442 29,831 

기계·전기·컴퓨터

자동차과, 기계공학과, 항공기계과, 정보

통신과, 자동차튜닝과, 전기에너지과, 철도

전기과, 메카트로닉스과, 컴퓨터모바일융

합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스마트폰과, 반도체

전자과, 로봇자동화과 등

104 482 40,352 

건설·안전

건축과, 건설토목과, 건설환경디자인과, 토목

조경과, 건설시스템과, 건축인테리어과, 소방

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등

74 155 9,478 

스포츠·체육

골프산업과, 레저스포츠과, 재활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과 아동체육과,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승마과, 요가과 등

63 79 3,704 

방송·음악·예술

방송영상과, 방송콘텐츠과, 광고홍보제작과, 

k팝스타과, 실용음악과, 뮤지컬연기과, 게임

미디어과, 애니메이션과, 개그코미디과, 

모델과 등 

62 185 9,564 

인문·사회·교육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유통경영과, e-비

즈니스경영과, 사무비서행정과, 세무회계과, 

금융부동산과, 금융보험과 등

125 612 43,675 

국방·경찰

부사관과, 군사과, 공병부사관과, 국방물자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방공유도무기과, 

국방의료과, 경찰행정과, 경찰경호과 등

63 97 5,445 

뷰티·디자인

뷰티케어과, 피부미용과, 주얼리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방송메이

크업네일전공, 색채디자인과 등

105 270 16,554 

원예·자연

산림복지학과, 골프조경과, 원예조경산업과, 

애완동물전공, 축산계열, 화훼디자인계열, 

바이오식품과학과 등

14 18 880 

외식·영양

호텔외식조리과, 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

과, 관광차문화과, 와인커피전공, 식품영양

과, 전통조리과, 한국음식과

91 159 11,289 

호텔·항공·관광
호텔경영과, 호텔관광과, 항공운항과, 항공

서비스과, 관광일어․중국어과 등
83 171 11,762 

【주요 직업분야별 모집계획 현황(정원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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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일정

◦ 학생 학부모가 입시일정을 쉽게 기억하고 차질 없이 진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하여 운영한다.

◦ 수시 및 정시로 나누어지는 시기별 모집횟수는 각각 2회(차)로 운

영하고, 접수일정도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실시한다.

◦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일정】

   □ (모집횟수) 공통적인 모집횟수는 수시 및 정시 모두 2회로 함.

※ 모집을 1회만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1차 또는 2차 중 택일하여 모집 실시

   □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전문대학 모두 동일하게 실시

   □ (자율모집) 정시 2차 접수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2.27(토), 18:00까지 대학이 자율로 실시할 수 있음.

<세부일정>
구 분 접수기간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발표 등록 발표 등록

수시

1차
’15.9.2(수) ~ 

’15.9.24(목) ’15.12.9(수)

까지

’15.12.11(금) ~

12.14(월)

’15.12.22(화), 

21:00까지

’15.12.23(수), 

18:00까지
2차

’15.11.3(화) ~ 

’15.11.17(화)

정시

1차
’15.12.24(목) ~ 

’16.1.5(화)

’16.1.28(목) 

까지

’16.1.29(금)~

2.2(화)

’16.2.3(수) ~ 2.27(토), 

18:00까지

2차
’16.2.11(목) ~ 

2.15(월)

~ ’16.2.27(토), 18:00까지

※ 26 ~ 27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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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험생 유의사항

□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 가능

◦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모집에서 

6회 지원 제한이 없고 정시모집에서도 “군”별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 따라서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각 시기별 모집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수시 및 정시모집 기간 중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

◦ 수시모집 기간 내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 정시모집 기간 중에도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일반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 금지 등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 수시 충원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므로

수험생은 각 대학의 충원합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함.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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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는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는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 됨.

7  2016학년도 입학정보 제공

□ 전국 전문대학

◦ 각 대학에서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입학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

고, 원활한 입시지원을 위해 온라인 질의응답과 유선상담 등의 대

입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수시모집과 관련한 지원방법과 이중등록 및 복수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도 안내하여 수험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입학정보센터(http://ipsi.kcce.or.kr)를 운영

하고 있으며,

◦ 입학정보센터에서는 수험생 및 학부모, 교사 등에게 대학별 진학

정보와 전년도 입시결과 제공, 온라인 Q&A를 통한 입학상담 등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게시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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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 (2014. 7월 기준)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연번 대학명 설립

1 가톨릭상지대 사립 41 대전과학기술대 사립 81 수성대 사립 121 천안연암대 사립

2 강동대 사립 42 대전보건대 사립 82 수원과학대 사립 122 청강문화산업대 사립

3 강릉영동대 사립 43 동강대 사립 83 수원여자대 사립 123 청암대 사립

4 강원관광대 사립 44 동남보건대 사립 84 순천제일대 사립 124 춘해보건대 사립

5 강원도립대 공립 45 동부산대 사립 85 숭의여자대 사립 125 충남도립청양대 공립

6 거제대 사립 46 동서울대 사립 86 신구대 사립 126 충북도립대 공립

7 경기과학기술대 사립 47 동아방송예술대 사립 87 신성대 사립 127 충청대 사립

8 경남도립거창대 공립 48 동아인재대 사립 88 신안산대 사립 128 포항대 사립

9 경남도립남해대 공립 49 동양미래대 사립 89 아주자동차대 사립 129 한국골프대 사립

10 경남정보대 사립 50 동원대 사립 90 안동과학대 사립 130 한국관광대 사립

11 경민대 사립 51 동원과학기술대 사립 91 안산대 사립 131 한국승강기대 사립

12 경복대 사립 52 동의과학대 사립 92 여주대 사립 132 한국영상대 사립

13 경북과학대 사립 53 동주대 사립 93 연성대 사립 133 한국복지대 국립

14 경북도립대 공립 54 두원공과대 사립 94 연암공업대 사립 134 한림성심대 사립

15 경북전문대 사립 55 마산대 사립 95 영남외국어대 사립 135 한양여자대 사립

16 경산1대 사립 56 명지전문대 사립 96 영남이공대 사립 136 한영대 사립

17 경인여자대 사립 57 목포과학대 사립 97 영진전문대 사립 137 혜전대 사립

18 계명문화대 사립 58 문경대 사립 98 오산대 사립

19 계원예술대 사립 59 배화여자대 사립 99 용인송담대 사립 　

20 고구려대 사립 60 백석문화대 사립 100 우송정보대 사립 　 　 　

21 광양보건대 사립 61 백제예술대 사립 101 울산과학대 사립 　 　 　

22 광주보건대 사립 62 부산경상대 사립 102 웅지세무대 사립 　 　 　

23 구미대 사립 63 부산과학기술대 사립 103 원광보건대 사립 　 　 　

24 국제대 사립 64 부산여자대 사립 104 유한대 사립 　 　 　

25 군산간호대 사립 65 부산예술대 사립 105 인덕대 사립 　 　 　

26 군장대 사립 66 부천대 사립 106 인천재능대 사립 　 　 　

27 기독간호대 사립 67 삼육보건대 사립 107 인하공업전문대 사립 　 　 　

28 김천과학대 사립 68 상지영서대 사립 108 장안대 사립 　 　 　

29 김포대 사립 69 서라벌대 사립 109 전남과학대 사립 　 　 　

30 김해대 사립 70 서영대 사립 110 전남도립대 공립 　 　 　

31 농협대 사립 71 서울여자간호대 사립 111 전북과학대 사립 　 　 　

32 대경대 사립 72 서울예술대 사립 112 전주기전대 사립 　 　 　

33 대구공업대 사립 73 서일대 사립 113 전주비전대 사립 　 　 　

34 대구과학대 사립 74 서정대 사립 114 제주관광대 사립 　 　 　

35 대구미래대 사립 75 서해대 사립 115 제주한라대 사립 　 　 　

36 대구보건대 사립 76 선린대 사립 116 조선간호대 사립 　 　 　

37 대덕대 사립 77 성덕대 사립 117 조선이공대 사립 　 　 　

38 대동대 사립 78 세경대 사립 118 충북보건과학대 사립 　 　 　

39 대림대 사립 79 송곡대 사립 119 진주보건대 사립 　 　 　

40 대원대 사립 80 송호대 사립 120 창원문성대 사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