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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인문계열학생들에게도기회

기존 편입학으로 선발하던 약학과는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히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수학

과목의 의무 응시, 의무 반영이 없어져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이번 약학과 신입생 모집은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

른 것으로 수시모집에

서 57명을 모집한

다. 그 중 학생부

교과(일반전형)

로 38명을 모집하

며, 일반전형을

포함한 학생부교

과로 44명을 모집한

다. 학생부종합(지역

인재전형)으로는 13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지역, 전북

까지 확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가능한 지역이

폭넓게 확대돼 지역 고교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

도 이전 지역인재전형 모집은 광주광역

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였으나 2022

학년도에는전라북도가추가됐다. 2022학

년도 모집부터는 호남권(광주시, 전남·

북)까지 확대됐으며 모집인원도 2021학

년도 433명에서 461명으로늘었다.

◇융합수리과학부신설,모집단위변경

2022학년도부터는 자연과학계열인

융합수리과학부가 신설돼 수시모집에

서 20명을 선발한다. 모집단위 변경으로

는 국어국문학과가 국어국문학전공과

고전번역전공으로 구분해 각각 신입생

을 모집한다. 2021학년도에 학부로 선발

했던 아시아언어문화학부는 아랍어전

공, 중국어문화학전공, 철학전공으로 구

분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배수 늘려···

폭넓은 기회 제공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배수는 전년

도 4배수에서 올해 5배수로 확대됐다.

지원자에게 폭넓은 면접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면접배수를

늘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면접 진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면접도

진행된다.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의 사범

대학을 비대면 면접으로 추진할 계획이

며, 수도권이나 멀리 거주하고 있는 학

생들에게 효율적인 면접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면접 결시율 감소가 기대된다.

이외 주요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영역 변경으로 2021학년도 교과활

동, 비교과활동 평가에서 2022학년도에

는 교과활동, 전공적합성, 비교과활동으

로 변경됐다. 또 장애인등대상자,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

원대상자전형의 경우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됐으나 2022학년도에

는학생부교과전형으로변경됐다.

민영돈 총장은 “올해 첫 약학대학 학

제 개편에 따라 신입생 모집 수가 늘고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험생들은 전년

도와 달라진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자

신에게 맞는 전형에 알맞은 입시준비를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조선대가다양하고폭넓은인재양성을위해신설학과를개설하고지역인재전형의지원자격지역을확대하는등2022학년도수시모집에3천695명의인재를모집한다.사진은조선대캠퍼스전경.

약학과신입생모집·지역인재전형지역확대
조선대학교

3천695명수시선발븣10-14일인터넷원서접수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 위해 신설학과 개설

의예과븡치의예과븡약학과 중복지원 가능 ‘주목’

비대면 면접 진행븣타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

조선대가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을

위해 신설학과를 개설하고 지역인재전

형의 지원자격 지역을 확대하는 등 2022

학년도 수시모집에 본격 나선다.

9일 조선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통해 3천695명의 인재를 모집한

다.

전체 모집인원인 4천759명 중 77.6%에

해당된다.

전형 유형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2천359

명(49.6%), 학생부종합 1천31명(21.7

%), 실기/실적 위주는 305명(6.4%)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 최대 6개 전형까지 원서접수가 가

능하다.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중복

지원도 가능해 지원자들의 선택 폭이 넓

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며 인

터넷 접수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1

2월16일로 추가합격자 발표는 12월21일

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시모집 주요변경사항은 약학과

학제 개편에 따른 학부 신입생 모집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다. 이외에도 신설학

과 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배수 확

대, 사범대 면접 비대면 진행 등을 통해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민영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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