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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namhae.ac.kr)/입학안내/모집요강 참고

전형일정

모집학과 및 인원

구 분 원서접수 면 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
1차 ’21.09.10.(금)~10.04.(월) ’21.10.8.(금)~10.9.(토) ’21.10.14.(목)  ’21.12.17.(금)~12.20.(월)

2차 ’21.11.08.(월)~11.22.(월) ’21.11.26.(금)~11.27.(토) ’21.12.02.(목) ’21.12.17.(금)~12.20.(월)

정시 ’21.12.30.(목)~’22.01.12.(수) ’22.01.18.(화) ’22.01.25.(화) ’22.02.09.(수)~02.11.(금)

❶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❷ 농어촌 출신자 :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❸ 만학도 : 원서접수일 현재 만 25세 이상인 자

❹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 및 예정자 포함)

❶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선발

1) 다음 중 1가지에 해당되는 학생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실·근면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1년 이상 개근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중 1개 이상의 전공 관련 교과목 성적이 “4등급” 이상인 자

2)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본 대학이 주관하는 응시학과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자(타 대학 포함)

3) TOEIC 400점 이상이거나 각종 외국어 능력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외국어 

    능력 검정 자격증 소지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

5) 유학 또는 어학연수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최근 3년 이내 60시간 이상 

    봉사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중 관련 학과 지원자

8) 지원학과와 동일계 고등학교 출신자

9) 산업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❷ 사회 지역우선 및 경력자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손녀

2)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자로서 우리 대학이 정하는 관련 학과 지원자

※   경남도립남해대학은 학생선발정책에 있어 개인의 신체나 신념, 인종, 성별 제한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요소도 없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집학과
입학
정원

수시전형 수시전형 정시전형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일반 특별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
출신

전문대 이상
졸업자

만학도 일반 특별

합계 360 257 84 7 12 21 18 10 9

인문사회

호 텔 관 광 과 30 26 2 1 1 1 2 1 1

항 공 운 항 과 ( 3 년 제 ) 20 16 2 1 1 1 - 1 1

금 융 회 계 사 무 과 40 27 11 1 1 1 2 1 1

자연과학 호 텔 조 리 제 빵 학 부 65 35 28 1 2 3 2 1 1

공학계열

산 업 안 전 관 리 과 30 22 6 - 1 3 2 1 1

전 기 과 45 33 9 1 1 3 2 2 1

컴 퓨 터 S W 공 학 과 30 22 6 - 1 1 2 1 1

원 예 조 경 과 40 29 9 1 2 5 4 1 1

항 공 정 비 학 부 ( 3 년 제 ) 60 47 11 1 2 3 2 1 1

구 분 전 형 성적 반영 비율

수시 일반, 특별, 정원 외 면접 100% 

정시
일반 면접 100%

특별  면접 100%

2 3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나의 꿈이 
곧 직업이 되는

경남도립
남해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2022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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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 공항업무직원 양성

글로벌화된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항공예약발권(TOPAS, ABACUS), CS Leaders, 

CPR, 예절지도사, SMAT 자격증, TOEIC(영어), 

JPT(일어), HSK(중국어),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이미지메이킹 지도사, 

서비스강사 1·2 급 자격증, DCS자격증

인력양성 목표

맞춤형 항공운항트랙 과정 개발

맞춤형교육과정

취득자격증

호
텔
관
광
과

항공사, 컨벤션센터, 기업체 비서실, 카지노 등  

숙련된 서비스매너를 요구하는 직종

⊙ 항공객실서비스

⊙ 여행상품상담 

⊙ 해외(국외) 여행안내

수행가능 직무분야

학과장 : 055-254-2514  

조   교 : 055-254-2510 Department of Hotel Tourism

항공사 승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각과 투철한  
서비스 인재를 양성

항
공
운
항
과
3
년
제

학과장 : 055-254-2512   

            010-2371-0560  Department of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도립대학 최초 

3년제

학과장 추천으로 
한서대학교 항공관광과 

무시험 편입 가능

경남도립남해대학 항공운항과는

기숙사비 전액 지원(4인실 기준), 

무료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항공승무원 양성

산학협력, 가족회사를 통한 유연학기제

  

에어부산 협력회사 (비에이에스) 노보텔 엠베서더 협약

알로프트강남호텔 에이스항공

사회맞춤형 호텔객실트랙 과정 운영

사회맞춤형교육과정
호텔서비스사, 와인소믈리에, 조주기능사, CS Leaders, 

CPR, 바리스타, SMAT 자격증

⊙ 호텔종사원 양성

⊙ 글로벌화된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목표

취득자격증

TOEIC(영어), JPT/JLPT(일어), HSK/CPT(중국어)

외국어

프런트데스크, 식음료 서비스, 호텔 연회 서비스,  

컨시어지, 카지노 딜러, 객실 관리, 여행상품 상담,  

해외(국외) 여행안내

수행가능 직무분야

글로벌 호텔리어 및 
서비스전문인력 양성

취업약정

“호텔트랙반” 운영

호텔리어 
힐튼호텔, 호텔신라, 워커힐호텔,  하얏트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제주라마다호텔 등

카지노딜러 세븐럭, 워커힐카지노, 파라다이스카지노 등

관광서비스직 롯데백화점, 한화갤러리아, LG 등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호텔리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해대학 호텔관광과에 진학하여, 2학년 2학기부터  

교원스위트호텔 프런트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취업약정의 ‘호텔트랙반’ 수업을 통해 호텔리어 

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취업 

전 교수님과 1:1 실전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고, 부족한 답변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과정도 동영상으로 찍어 자세나  

표정 교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실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실무 지식과 고객을 향한 따뜻한 

서비스 태도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우수 신입사원 

으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학창시절과 지금의 직장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름 : 이정민

•졸업연도 : 2021년

•취업처 :   교원스위트호텔 프런트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호텔리어 과정
호텔 실습실

-   호텔 체크인 / 아웃 카운터

- 산하윙스 PMS 

- 프리젠테이션 설비

- 호텔바, 조주 기자재

- 커피머신, 와인셀러

카지노 실습실

- 블랙잭 이용 시설

- 바카라 이용 시설

- 룰렛 이용 시설

- 슬롯머신

- 프리젠테이션 설비

취업분야

취업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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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조리과정 사회수요맞춤 교육과정 운영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음식조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조리), 

식품가공(제과, 제빵, 커피바리스타)

수행가능 직무분야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 등 

취득자격증

호
텔
조
리
제
빵
학
부 

⊙     외식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호텔 및 외식조리  

전문인력 양성

⊙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의 실무실습을 통한 현장 적합형 산업인력  

양성 

⊙  창의성 및 인성이 올바른 글로벌 조리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목표

학부장 : 055-254-2523  

조   교 : 055-254-2520 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s & Bakery

글로벌 조리 
전문 인력양성의 요람

국내 최초의 여성 총주방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 꿈꾸던 직장이 호텔신라였습니다. 호텔

신라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최고의  

호스피탈리티 기업’을 목표로 오랜 세월 동안 품위와 

전통을 유지하며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호텔 

입니다. 호텔신라는 끊임없는 창조적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최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명문 기업입니다. 이러한 최고급 호텔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한 지도교수님과 우리나라 

최고의 도립대학인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남해대학 출신으로서 호텔신라인의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으로 국내 최초의 여성 총주방장이  

되겠습니다.

•이름 : 전 현 정

•졸업연도 : 2020년

•취업처 : 호텔신라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산
업
안
전
관
리
과

학과장 : 055-254-2532  

조   교 : 055-254-2530 Department of  Industrial Safety Engineering

⊙  졸업과 동시에 희망하는 취업협약업체에 취업  

⊙  산업안전, 소방안전, 건설안전, 비파괴검사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  첫째, 졸업과 동시에 100%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짐

⊙    둘째,   산업안전분야 영남권역 및 전국 국공립대학 중  

유일한 학과

⊙  셋째,    산업체 필수 채용인력인 안전관리자 양성 특화된 학과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취업약정제 교육과정)

학과 특징(강점) 

산업체 필수인력 안전관리자 자격 100% 취득

인력양성 목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  

(희망 국립대학교 편입 가능)

국립대학교 편입학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산업기사(기사) 취득 자격증

산업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비파괴검사 등  

수행가능 직무분야

취업 걱정 없어요!
산업체 필수요원, 

100% 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국내·외

특급호텔

호텔신라, 하얏트호텔, 한화호텔 & 리조트,  

호텔롯데, ㈜호원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사우스케이프, ㈜아난티 남해

외식업체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아워홈, CJ푸드빌, 

㈜벽제, ㈜에프앤씨시스템, ㈜아발로니아 등

제과·제빵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켄츠베이커리, LE pain,  

㈜에스제이뺑오르방

기타 조주사/바리스타/외식창업 등

급속한 외식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음식문화의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리이론학습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통하여 조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 제과, 제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글로벌 조리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목표를 세우고 성장하게 만들어준 산업안전관리과 

저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산업안전관리과 2학년 2학기 재학 

중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취업하여 만족스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모습은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

이 아니었지만, 경남도립남해대학 산업안전관리과에서의  

전공교육과 교수님의 지도가 저의 목표를 세우고 성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돌아본 과거의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임하면  

충분하게 따라잡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준 것이 경남도립남해대학 산업안전관리과였습니다.

•이름 : 엄준영

•졸업연도 : 2021년

•취업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편입학을 하기 위해 경남도립남해 

대학 산업안전관리과에 입학하였으며, 그 결과 제가 원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에 편입학하습니다. 

제가 편입학을 하게 된 것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산업안전

관리과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수님의 지도가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특강을 해 주고, 해외어학연수 등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공부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항상 노력하십 

니다. 저 또한 이러한 환경과 지도가 편입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름 : 최진혁

•졸업연도 : 2021년

•취업처 : 한국해양대학교

우수 졸업생(편입학) 인터뷰

산업안전  

분야

기계·석유화학·항공·조선·해양·건설·에너지·환경 등  

산업체 전 분야 안전관리자로 취업

석유화학· 

건설 분야 

LG화학, SK케미컬, 한화케미컬, 삼성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기계·항공 

·철강 분야  

POSCO, 두산인프라코어, KAI 및 협력회사,  

기계관련 산업단지 등

조선·해양  

산업 분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등

공무원 방재안전공무원, 소방직공무원, 시설직공무원 등

공기업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취업분야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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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수와 함께하는 전공 스킨십 교육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직업교육 강화 

학생, 교수, 산업체 공동의 맞춤식 취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학과 특징

취업분야
⊙ AI 로봇 및 PLC제어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분야
⊙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 전기자동차 및 첨단 전기기기 분야

수행가능 직무분야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AutoCAD(ATC캐드마스터),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취득자격증

전
기
과

전기·ICT 융·복합 산업 대응 첨단기술인력 양성

4차 산업 기반 스마트팩토리, 전기설비 및 첨단기술분야 

전문기술 양성  

인력양성 목표

학과장 : 055-254-2552  

조   교 : 055-254-2550 Department of Electricity

스마트팩토리 
전기설비 맞춤형인력  

양성학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저는 입학 전까지 군인으로 약 8년간 복무했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기에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전기 

분야는 미래 3대 핵심 산업의 기반이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렇기에 수업시간, 교재, 

인터넷강의 등 활용 가능한 것들을 총 동원해 

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반복되는 생활에  

지칠 때도 있지만 학교라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언제든지 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교수님들께서 그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 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소방설비기사(전기)자격증, 공인어학성적, 

학점관리, 취업까지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

는 그것을 바라만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주어진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름 : 이연우

•졸업연도 : 2020년

•취업처 : POSCO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컴
퓨
터
S
W
공
학
과

학과장 : 055-254-2562  

조   교 : 055-254-2560 Department of Computer SW Engineering

4차 산업혁명 리더! ICT융합 소프트웨어 취업약정  

특화 인력 양성!

경남전략산업 발전을 선도할 4G(Goal) 중심의 현장 연계형  

ICT융복합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GTQ
포토샵/일러스트 2급, 모바일앱개발전문가2급, 디지털영상
편집 2급, 컴퓨터 프로그래머 
2급, CAD 2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인터넷   
보안전문가 2급, 스마트폰앱개발자, 디지털 
포렌식 2급, 리눅스 마스터 2급, 인터넷정보
관리사 2급 등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인력양성 목표

취득자격증

취업분야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일러스트, 포토샵, 프리미어, 마야, 

영상편집

⊙   소프트웨어/앱 개발 :   JAVA, C++, XML, 파이썬, 스크래
치, JAVA Script

⊙    정보보안/네트워크 :   정보보안, 사물인터넷, 네트워크프
로그래밍

⊙    병원전산/병원행정 :   앱프로그래밍, 전산회계, 사물인터
넷, 정보보안,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수행가능 직무분야

‘소프트웨어’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구현하는 특성화 학과

스마트팩토리 전기설비트랙 운영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취업약정형

트랙과정

스마트팩토리 전기설비 과정 운영

 - ㈜삼현 외 14개 업체 약정 

공무원, 공기업
기술직 공무원,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한전KPS 등 

전기·전자관련

대기업
삼성전기, 한화디펜스, 현대모비스 

기타 중소·

 중견기업 
경남/부산 일원 전기설비·자동화 관련업체          

취업약정형  

트랙운영

지능형 SW직무 :  ㈜가온소프트 외 13개 업체  

(매년 15명 취업 확정!)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NH농협,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무학, 전산직 9급 공무원,  

㈜SK 증권,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반도체,  

㈜무림페이퍼, BAT Korea(영국), ㈜태양유전(일본) 등

항공IT서비스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셈코, ㈜조일, ㈜율곡, 

㈜하나로테크, ㈜디엠, ㈜라코, 디엔엠항공, (주)아스트 등 

병원,

중소·

중견기업

의료원연합회, 의료원(강진, 강릉), 적십자병원(통영), 

제일병원, 복음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새통영병원, ㈜

열린기술, ㈜월네트, 포인스㈜, ㈜하이데이타, ㈜코넥, 

CICLife㈜, ㈜사람과기술, ㈜인하CNT, 대형웍스㈜ 등  

편입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등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컴퓨터SW공학과를 다니면서 저는 프로그래머의  

길을 가고자 했던 생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 

니다. 프로그래머 중에서도 저는 의료전산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2학년 현장실습과 취업을  

가족회사인 제일병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정보화사업부 취업은 제일병원  

전산과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학과 교수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통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 심정보   •졸업연도 : 2015년

•취업처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불량전기설비 현장체험(등기구교체) 

대학생활 및 
학과행사

실전모의면접 PLC 경진대회

4년제 편입
⊙    경상국립대학교(사천, 남해, 진주, 창원 등) : 이ㅇㅇ(사천고), 

서ㅇㅇ(남해고), 김ㅇㅇ(삼천포고), 허ㅇㅇ(사천여고),  
강ㅇㅇ(경남정보고), 임ㅇㅇ(창선고), 강ㅇㅇ(경남정보고), 
김ㅇㅇ(진주기공), 권ㅇㅇ(진주여고), 박ㅇㅇ(삼천포고),  
오ㅇㅇ(창원기공), 양ㅇㅇ(남해여고)

⊙    창원대학교(통영, 창원) : 추ㅇㅇ(충무고), 조ㅇㅇ(명지여고), 
정ㅇㅇ(한일전산여고), 박ㅇㅇ(김해대청고)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창원) : 조ㅇㅇ(마산여고)

⊙    기타(동아대, 경남과기대, 경남대학교 등 / 남해, 창원, 진주, 
부산) : 박ㅇㅇ(남해제일고), 하ㅇㅇ(창원고), 박ㅇㅇ(명신고), 
김ㅇㅇ(마산가포고), 서ㅇㅇ(반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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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회사 더존비즈온, ㈜아스트, 삼강엠앤티, 화인베스틸 등 

18개 기업  

취업약정 주문에 의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18명 입학과 동시에 취업 확정 

스마트팩토리 및 국내 기업 경영사무직 90%가 사용하는  

더존 ERP 교육으로 기업사무직(인사·회계·물류·생산)취업

⊙   2)  NH농협은행, 남해군·하동군 농협, 축협, BNK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취업협약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5명)

⊙   3)    경남지역 혁신플랫폼 사업 (스마트제조ICT) 운영 대학  

편입 또는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취업 연계 

-   경남대, 창원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 및 석사과정 진학    

       -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1년 교육 후 취업 연계과

정 운영 

       - 사업 참여 시 교육활동비 지원(월 20만원 한도)

⊙   4)   창원대 회계과, 국제무역학과, 일어일문학과,   

경상국립대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3학년 무시험 편입과정 운영

⊙   5)   일본 도쿄 소재 ㈜재일한국농수산품 연합회 소속 30개  

업체 및 일한우호세리사회 20개 업체 협약 일본 취업  

전문가 과정 운영

⊙ 스마트팜 특별교육과정 운영 

⊙   조경식재관리트랙운영 : 입학과 동시 100% 취업보장

⊙     귀농·귀촌 정규교육과정 :   남해군 지원 등록금 무료

⊙   최첨단 VR·AR·MR실습실 구축

⊙   스마트팜 실습장 구축 

⊙   경남지역혁신플랫폼(스마트공동체) 참여 학과

⊙ 조경식재·시공·관리 및 계획·설계, 환경 및 생태복원

⊙ 원예·가드닝, 스마트팜, 식물보호·관리, 병충해관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화훼장식기능사,  

화훼장식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생태복원산업기사, 

조경수관리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AutoCAD, WP, ITQ, MOS 등

학과 장점

금융기관(은행창구)사무, 세무회계, 비서, 사무행정,  

기업경영사무(더존 ERP), 스마트팩토리 ERP사무,  

일본 수출입 물류, 쇼핑몰 운영 사무 등  

수행가능 직무분야 수행가능 직무분야

은행텔러, 펀드(증권)투자상담사, FAT(회계정보처리),  

TAT(세무정보처리), ERP정보관리사(인사·회계·생산·물류),  

무역영어, 전산회계, HSK/CPT(중국어), JLPT(일어) 

취득자격증

취득자격증

취업분야

금
융
회
계
사
무
과

취업약정 

산업체 

(주)사우스케이프, (주)아난티남해지점, (주)사천C.C, 

(주)부곡C.C, 정산C.C(주), (주)강산, 아남조경(주), 

(주)동인건설, (주)영성조경 등 19개사 20명

관공서 

원예·조경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관련기관 (경남농업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조경분야

대기업 및 일반기업 조경부, 조경전문업체, 조경시공업

체, 조경설계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종합건설업체,  

조경수 생산·유통업, 골프장 등

원예·

가드닝분야

원예예술촌, 프랜토피아, 식물원 및 수목원, 가든센터,  

관광농원, 실내조경가, 식물코디네이터,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역, 숲해설가, 원예치료사 등

스마트팜분야
식물공장, 스마트팜재배사, 스마트팜컨설턴트,  

스마트팜 창업, 스마트농장 등

환경생태분야

환경 및 생태복원 엔지니어링업체, 환경복원 전문업체,  

환경영향평가 산업체 및 환경현황 측정분석 산업체,  

환경컨설턴트회사 등

⊙   금융 및 기업사무(인사·회계·생산·물류관리) 전문인력 양성

⊙ 비서 및 더존ERP 사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  일본 도쿄 현지 수출입 물류 기업 취업약정 전문인력 양성 및 

중국 진출기업 인력 양성

인력양성 목표

⊙   스마트 원예조경분야를 이끌 전문인력 양성

⊙ 경남 원예조경 분야의 선도인력 양성

인력양성 목표

학과장 : 055-254-2574  

조   교 : 055-254-2570 Department of Financial accounting

취업약정 맞춤형 학과 
취업률 85.3% 
*2020. 2월 대학알리미 기준

원예조경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

경남은행 취업 

저는 창원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은행에 취업하기  

위하여 금융회계사무과에 새로이 입학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어보고, 실제 경남은행 

에서 근무도 하셨던 교수님으로부터 금융 관련 실무 등을 

배운 덕분에 업무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을 고민할 당시, 남해라는 지역특성상 자격증을 취득

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학기 중과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자격증 특강을 개설 

해주어 학과 친구들과 서로 도와가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학금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2년 동안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하여 

지금은 경남은행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 박한슬

•출신고교 : 창원남고

•취업처 : BNK경남은행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꿈이 있기에 아름다웠던 시간들...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골프장 경영자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원예조경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충실한 학교 공부

를 통해 다수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장 

견학과 실습 등 다양한 경험과 노력은 골프장  

취업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었습니다. 내 꿈의 첫 

걸음은 시작되었고, 최고의 골프장을 가질 때까지 

꿈을 향한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 : 박현수

•출신고교 : 경남자영고

•취업처 : (주)사우스케이프

우수 졸업생(취업자) 인터뷰

원
예
조
경
과

학과장 : 055-254-2582 

조   교 : 055-254-2580 Department of Horticulture & Landscape 

학과 특징

스마트팜 실습 

스마트팜 
맞춤 교육 

취업 약정형

트랙운영

(주)센트랄, (주)아스트, 삼강엠앤티(주), 켄코아에어로스

페이스(주), 신성델타테크(주), (주)화인베스틸 등  

상장회사 (18개사) 

금융사무 및

세무회계직 

BNK경남은행, NH농협(하동·남해 단위조합은행), 신협, 

MG새마을금고, 다음회계법인, 무생세무법인, (주)무학,  

세방전지(주), (주)삼현, 제일화재해상보험(주), SK증권(주)

사무행정

및 비서직 

LG전자,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WIA, 9급행정직, 경남개발공사,  

경남무역

스마트팩토리
ERP사무직

창원 스마트산단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ICT기업 ERP

운영 사무직

일본취업과정
일본 도쿄 (주)히로시마상사,  

(사)제일한국농수산품연합회 30개 업체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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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정
비
학
부

학부장 : 055-254-2593  

조   교 : 055-254-2590 Department of Aviation Maintenance

⊙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 교육과정
⊙ B-737 기종 정비 교육과정
⊙ 헬리콥터 과정
⊙ 항공전자계기과정
⊙ 무인기(드론·UAM)과정
⊙ 육·해·공군 항공부사관 전문 교육과정

글로벌 항공정비사·항공정비 기술부사관 양성

항공정비사 면허, 기종정비자격(B-737, 헬리콥터, 전자전기계기), 

항공산업기사, 드론조종, 미국비파괴검사협회자격(ASNT-lev.II),  

비파괴검사산업기사(NDT-UT, RT, MT, PT), TOEIC 650

⊙ 재학 중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 및 기간 한정 교육
⊙   학비 Zero 도전 

-실습비 없음, 등록금 :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가능 

-기숙사비 지원 (남해군 전입 시, 4인실 기준)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인력양성 목표

취득자격증

학부 특징 및 장점

취업분야

국공립대학 최초의  
국토교통부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정비학부(3년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교육기관 지정

KAI 및 항공기 제조사  
국내외 항공운항사  

육해공군 항공부사관

취업
성공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

학부 교육목표

글로벌 항공정비사 양성

직무능력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

Collaboration

국제화
TOEIC 650점 이상

Communication Skill

창의력
창의·창업능력 강화

Creativity

인성
인성·소양능력 강화
Critical Thinking

2022학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입학원서

호 텔 관 광 과

항공운항과(3년제)

항공정비학부(3년제)

호텔조리제빵학부

자체기준

산 업 안 전 관 리 과

컴 퓨 터 S W 공 학 과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추천서(해당자)

(대학 주관 응시학과 전공 관련) (최근 3년, 60시간 이상)

경남도립남해대학 2022학년도 대학자체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지원자로 적격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자체기준
추천분야

육·해·공군, 해병대 항공정비 기술부사관, 기술군무원

항공기운항업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외국계 항공사 등

항공기 관련 생산,  

조립, 정비, 제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항공서비스㈜ 

(KAEMS) 및 협력사

기타 비파괴검사 또는 품질검사 관련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필수항목 : 지원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인/재외국민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학업계획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입 입학 전형 (재학생 등록 시, 학사·도서 시스템 회원 정보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 
▨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

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입학 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     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생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추가 시 적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제42조,  
제42조의2 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등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모집단위명
: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거부할 경우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학생생활기록부와 수능성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

은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제공 불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대학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도 대입 원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감염예방법(제6조4항) 및 재난안전법(제74조3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항3호)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

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리는 제37조2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무시험 편입 
연계교육 과정 운영 
(국립창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등)

기숙사비 2년 전액 지원 
(남해군 전입 시, 4인 실 기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직업교육 대학 학생 중심의 체육시설과 복지

도내 전문대학 중 
최저 등록금! 
최고 장학금!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는 학과별 취업약정형 트랙반 운영

 ㈜사우스케이프, ㈜벽제 외식산업개발, ㈜예원조경건설, ㈜코넥,

경남IT코디센터, ㈜제이엠지텍 등  

최신식 수영장, 헬스장,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구비

건강 식단 중심의 뷔페식 식당 운영 (한 학기 식비 55만원)

교양·전공 동아리 활동비 지원

2인실·3인실 중심의 학생기숙사

 학기당 등록금 135만원, 장학금 138만원  * 장학금 > 등록금 

 다자녀(세자녀 모두)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장학금200만원 지원 

무료통학
버스운행

- 평일 : 진주, 사천 매일 운행

- 주말 : 마산, 창원, 김해, 장유 격주 왕복 운행

152개 기업과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215명 취업 약정)

 무료 해외어학연수 및 산업체기술연수 실시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10년 연속 선정

 경상남도 청년해외인턴사업 3년 연속 선정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등)

 해외우호대학 교환학생 파견비 지원 (왕복 항공료 등)

01 02

03 04

05 06

연계교육과정 이수 학생 
우선입학 자격부여

07

대학기본역량진단
최고등급

전국 공립
전문대학기준

학기당 등록금 135만원
학기당 장학금 138만원

국가재정지원사업 최다 선정 (전국 전문대학 중)

60억원

교육부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 전문대학 중 유일)

90억원

50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자율개선
대학 선정

11년 연속
취업률 1위

최저등록금
최고장학금

국 비
200억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