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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OS!

SeoKyeong Creativity, Response, Experience, Obligation, Sharing

CREOS!(크레오스) 서경은?

CREOS의 각 문자는 Creativity, Response, Experience, Obligation, Sharing

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대학교가 양성하려는 인재가 가져야할 덕목입니다. 즉 

‘CREOS형 글로벌 리더란’ 창조적이고, 상황에 적실한 응답을 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하며,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한,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건학이념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류 공영의 이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교육목적 

건학이념에 따라 민족과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유용한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고, 건전한 인격을 함양·도야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지혜 

(智慧)·인의(仁義)·용기(勇氣)를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첫째, 창조적인 탐구인 양성.

둘째, 세계적인 교양인 양성.

셋째, 실천하는 전문인 양성. 

https://www.skuniv.ac.kr/vision?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2_CREOS%20SeoKyeong&utm_term=CREOS%20%ED%81%AC%EB%A0%88%EC%98%A4%EC%8A%A4%20%EC%84%9C%EA%B2%BD%EC%9D%8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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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은 순수학문과 제 학문이 융합된 학문영역을 연구하여, 사회와 인간에 널리 유익한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창의력을 지닌 교양 있는 전문인을 배출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College of Humanities

국제비즈니스어학부
Divis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Languages

실용외국어교육 및 비즈니스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비즈니스 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 및 비즈니스실무능력을 겸비하고 지성인의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영어전공/일어전공/노어전공/불어전공/중어전공

문화콘텐츠학부
Division of Culture Contents

인문학 일반 및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지식의 교육을 통한 학제적 협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 

스토리텔링 개발, 비즈니스 인력 등을 배출하고자 한다.

문화콘텐츠전공/국어국문학전공/철학전공

아동학과
Department of Child Studies

생애발달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심리, 교육, 사회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함과 동시에 실습과 현장 경험을 통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상담, 가족 관련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https://www.skuniv.ac.kr/college_of_humanities?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
https://eg.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98%81%EC%96%B4%EC%A0%84%EA%B3%B5
https://jp.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9D%BC%EC%96%B4%EC%A0%84%EA%B3%B5
https://rl.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B%85%B8%EC%96%B4%EC%A0%84%EA%B3%B5
https://fr.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B%B6%88%EC%96%B4%EC%A0%84%EA%B3%B5
https://cl.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A4%91%EC%96%B4%EC%A0%84%EA%B3%B5
https://cc.skuniv.ac.kr/%3Futm_campaign%3D2016_UGRD_REGULAR_BROCHURE%26utm_source%3Dpdf%26utm_medium%3DBrochure%26utm_content%3Dp4_%25EC%259D%25B8%25EB%25AC%25B8%25EA%25B3%25BC%25ED%2595%2599%25EB%258C%2580%25ED%2595%2599%26utm_term%3D%25EB%25AC%25B8%25ED%2599%2594%25EC%25BD%2598%25ED%2585%2590%25EC%25B8%25A0%25EC%25A0%2584%25EA%25B3%25B5
https://cc.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B%AC%B8%ED%99%94%EC%BD%98%ED%85%90%EC%B8%A0%EC%A0%84%EA%B3%B5
https://kr.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A%B5%AD%EC%96%B4%EA%B5%AD%EB%AC%B8%ED%95%99%EC%A0%84%EA%B3%B5
https://ph.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B2%A0%ED%95%99%EC%A0%84%EA%B3%B5
https://cr.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_%EC%9D%B8%EB%AC%B8%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95%84%EB%8F%99%ED%95%99%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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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개인, 집단, 국가, 

나아가서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공공인적자원학부
Division of Public Human Resources

정부(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및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활약할 유능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직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확고한 윤리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법학전공/행정학전공

경영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실용적 전문지식과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지니고 경영·국제통상, 회계·세무, 금융경제 등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경영전공/국제통상전공/회계·세무전공/금융경제전공     /물류·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선진교육시스템의 도입과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영어 몰입교육과 영어강의, 어학연수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 

아래, 실용적 전문 지식과 기술, 국제적 감각과 활동능력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군사학과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급변하는 국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전략적 사고를 구비한 인재를 선발하여 군사학문을 체계적으로 전문화시켜 미래과학 

기술군 간부양성에 부응하기 위해 교수진의 직접지도 및 지도 교수의 부단한 조언과 현장체험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군사전문가 및 장교 

양성을 목표로 한다.

https://www.skuniv.ac.kr/college_of_social_science?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6_%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
https://pr.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6_%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A%B3%B5%EA%B3%B5%EC%9D%B8%EC%A0%81%EC%9E%90%EC%9B%90%ED%95%99%EB%B6%80
https://bs.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6_%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A%B2%BD%EC%98%81%ED%95%99%EB%B6%80
https://ec.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6_%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A%B8%88%EC%9C%B5%EA%B2%BD%EC%A0%9C%EC%A0%84%EA%B3%B5
https://gbs.skuniv.ac.kr/%3Futm_campaign%3D2016_UGRD_REGULAR_BROCHURE%26utm_source%3Dpdf%26utm_medium%3DBrochure%26utm_content%3Dp6_%25EC%2582%25AC%25ED%259A%258C%25EA%25B3%25BC%25ED%2595%2599%25EB%258C%2580%25ED%2595%2599%26utm_term%3D%25EA%25B8%2580%25EB%25A1%259C%25EB%25B2%258C%25EA%25B2%25BD%25EC%2598%2581%25ED%2595%2599%25EA%25B3%25BC
https://gbs.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6_%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A%B8%80%EB%A1%9C%EB%B2%8C%EA%B2%BD%EC%98%81%ED%95%99%EA%B3%BC
https://sm.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6_%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utm_term=%EA%B5%B0%EC%82%AC%ED%95%99%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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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대학

이공대학은 과학적 사고와 공학적 응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문, 사회, 예술분야와의 융합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College of Natural Science & Engineering

컴퓨터과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기초 이론 

및 응용 지식을 갖추고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 졸업 

후에는 대학원 및 연구소 등의 학문 연구 

분야와 컴퓨터관련 정보기술 산업 분야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 

한다.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융합한 컴퓨터시스템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공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들의 효율적인 설계, 개발, 

운영을 지향하고, 정보기술 산업현장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 및 전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들의 성질을 깊이 연구하고 응용하여 

이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접목시키는 응용분야로써 회로 및 반도체 

설계, 전자파응용, 신호처리, 통신 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기초 이론부터 실용설계까지 전 과정을 

교육하며 개인별 그룹별 심층 지도를 통해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금융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Engineering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분석, 금융상품분석, 리스크관리, 투자론, 

모델링 기법 등을 교육하여 금융정보분석, 

고객의 needs에 맞는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금융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등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무형 금융공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화학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화학 및 생명공학 기초 및 응용 학문을 

학습함으로서 화학과 생명과학의 

기본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갖춘 화학 및 

생명공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나노융합공학과
Department of Nano Convergence 
Engineering

PEN(Printing Nano Engineering) 과정은 

3D 프린팅 관련 나노소재, 인쇄재료, 

인쇄전자 및 프린팅 생체공학 등이 융합된 

첨단 학문분야로서 본학과는 국내외 

유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와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국제화된 감각과 

3D프린팅 및 나노기술분야의 첨단 연구 

능력을 갖춘 PNE에 특화된 미래 30년을 

이끌어나갈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도시공학과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건축, 토목, 환경공학 분야는 물론 

도시문제와 관련이 깊은 사회, 경제, 지리, 

조경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 견학 등을 통하여 도시공학 관련 

신기술, 첨단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토목건축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 Architectural 
Engineering

첨단산업사회의 지지기반인 국가기간시설 

및 인간중심의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현대 고도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분야의 토목건축공학이론 및 

실무는 물론 인간중심의 국토 및 도시건설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전문적인 

학문과 인격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and Systems Engineering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략적 계획수립, 시스템의 체계화 및 

최적화, 제품의 최적설계 및 품질 향상, 

인간-기계-물류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환경 개선, 이와 관련된 실용성 있는 강의, 

실험 및 현장교육과 필요한 인격적 소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화, 최적화, 

정보화, 자동화 시대에 부응하는 실천하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https://www.skuniv.ac.kr/college_of_natural_sci_and_eng?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C%9D%B4%EA%B3%B5%EB%8C%80%ED%95%99
https://cs.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C%BB%B4%ED%93%A8%ED%84%B0%EA%B3%BC%ED%95%99%EA%B3%BC
https://ce.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C%BB%B4%ED%93%A8%ED%84%B0%EA%B3%B5%ED%95%99%EA%B3%BC
https://ee.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C%A0%84%EC%9E%90%EA%B3%B5%ED%95%99%EA%B3%BC
https://fi.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A%B8%88%EC%9C%B5%EC%A0%95%EB%B3%B4%EA%B3%B5%ED%95%99%EA%B3%BC
https://cb.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D%99%94%ED%95%99%EC%83%9D%EB%AA%85%EA%B3%B5%ED%95%99%EA%B3%BC
https://nc.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B%82%98%EB%85%B8%EC%9C%B5%ED%95%A9%EA%B3%B5%ED%95%99%EA%B3%BC
https://ur.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B%8F%84%EC%8B%9C%EA%B3%B5%ED%95%99%EA%B3%BC
https://cv.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D%86%A0%EB%AA%A9%EA%B1%B4%EC%B6%95%EA%B3%B5%ED%95%99%EA%B3%BC
https://ie.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8_%EC%9D%B4%EA%B3%B5%EB%8C%80%ED%95%99&utm_term=%EC%82%B0%EC%97%85%EA%B2%BD%EC%98%81%EC%8B%9C%EC%8A%A4%ED%85%9C%EA%B3%B5%ED%95%99%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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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

예술대학에서는 홍익인간 정신이 기반이 된 진리의 탐구와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과 인성을 지닌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속 교양과 행복을 추구하는 실천적 전문인과 열정적인 

문화예술 글로벌 리더 양성을 한다.

College of Arts

디자인학부
Division of Design

'지혜, 인의, 용기를 갖춘 인재양성'에 부응하도록 21세기 

지식문화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화, 국제화, 실용화의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각정보디자인전공/생활문화디자인전공

음악학부
Division of Music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진리탐구 및 자아실현을 통해 음악예술의 이론적 

바탕과 교양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 음악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지도력함양, 전문 연주가로서의 창의성있는 연주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피아노전공/관현악전공

뮤지컬학과
Department of Musical Theatre

프로덕션 시스템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최소 6개 이상의 

프로덕션을 경험 할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들이 뮤지컬 배우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노래, 연기, 춤 

실력의 극대화를 이끌며 국내무대 뿐 아니라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같은 

세계무대를 선도할 뮤지컬 배우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용음악학과
Department of Contemporary Music

실용음악 및 대중음악 산업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창조적 탐구인 양성, 세계적 

교양인 양성, 실천하는 전문인 양성의 건학이념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교양 및 이론적, 실무적 소양을 갖춘 21세기형 음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악전공/작곡전공/보컬전공

공연예술학부
Division of Performing Arts

예술사의 현대적인 재창조와 현대예술의 미래지향적 탐구를 통해 각 

개인의 과학적이고 지적인 역량을 넓히고 창조적, 심미적 탐구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실천적이고 열정적인 예술가의 태도를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연기전공/무대기술전공/모델연기전공/무대패션전공

영화영상학과
Department of Film and Digital Media

최신의 현장중심맞춤형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융·복합 시대의 새로운 영상문화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영화, 영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무용예술학과
Department of Dance Art

무용을 통하여 인간정서의 순화와 심신을 발달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품격 높은 무용전문가를 육성하고 순수예술 무용과 대중예술 무용의 

실기와 이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종합적인 통찰력을 

지닌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미용예술학과
Department of Beauty Art

미용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무대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미용전문가를 배출하고자 첨단장비의 

교육시스템 시설을 갖춘 뷰티아트센터에서 진행되며,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뷰티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헤어·메이크업디자인전공/뷰티테라피&메이크업전공

https://www.skuniv.ac.kr/college_of_arts?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C%98%88%EC%88%A0%EB%8C%80%ED%95%99
https://vd.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94%94%EC%9E%90%EC%9D%B8%ED%95%99%EB%B6%80
https://mu.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C%9D%8C%EC%95%85%ED%95%99%EB%B6%80
https://musical.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AE%A4%EC%A7%80%EC%BB%AC%ED%95%99%EA%B3%BC
https://cm.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C%8B%A4%EC%9A%A9%EC%9D%8C%EC%95%85%ED%95%99%EA%B3%BC
https://tf.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C%97%B0%EA%B8%B0%EC%A0%84%EA%B3%B5
https://tt.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AC%B4%EB%8C%80%EA%B8%B0%EC%88%A0%EC%A0%84%EA%B3%B5
https://ma.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AA%A8%EB%8D%B8%EC%97%B0%EA%B8%B0%EC%A0%84%EA%B3%B5
https://th.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AC%B4%EB%8C%80%ED%8C%A8%EC%85%98%EC%A0%84%EA%B3%B5
https://td.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C%98%81%ED%99%94%EC%98%81%EC%83%81%ED%95%99%EA%B3%BC
https://da.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AC%B4%EC%9A%A9%EC%98%88%EC%88%A0%ED%95%99%EA%B3%BC
https://eh.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0_%EC%98%88%EC%88%A0%EB%8C%80%ED%95%99&utm_term=%EB%AF%B8%EC%9A%A9%EC%98%88%EC%88%A0%ED%95%99%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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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내용 2015 2016

전공분리 <미용예술학과> 80명

<미용예술학과> 

헤어·메이크업 디자인전공 50명 

뷰티테라피&메이크업전공 30명

정원조정

글로벌경영학과 60명

무대기술전공 30명

연기전공 30명

모델연기전공 26명

실용음악학과 30명

뮤지컬학과 26명

글로벌경영학과 40명

무대기술전공 20명

연기전공 40명

모델연기전공 30명

실용음악학과 42명

뮤지컬학과 30명

농어촌전형 

지원자격 변경

부·모·본인 중·고교 5년 재학 및 거주 또는

본인 초·중·고교 12년 재학 및 거주

부·모·본인 중·고교 6년 재학 및 거주 또는

본인 초·중·고교 12년 재학 및 거주

특성화고 재직자전형 

지원자격 변경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재직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과정, 학점

인정고 졸업 후 3년 재직자

군사학과

전형방법 변경
일괄합산

수능 80%, 면접10%, 체력10%

단계별전형

(1단계) 수능 100% (3배수 선발)

(2단계) 수능 80%, 면접10%, 체력10%

정시 군 변경 다군 나군

정시

모집인원 확대
정원대비 약 52% (정원내) 정원대비 약 58% (정원내)

뮤지컬학과

실기고사 변경

 ① 자유곡 1곡 (빠른곡)

 ② 자유곡 1곡 (느린곡)

 ③ 모노로그 

 ① 자유곡 1곡 (빠른곡)

 ② 자유곡 1곡 (느린곡)

 ③ 모노로그 

 ④ 자유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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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반영 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실기 면접 체력

가군

시각정보디자인전공, 무대기술전공 50 50

생활문화디자인전공, 모델연기전공, 실용음악학과 20 80

나군

뮤지컬학과 20 80

군사학과 80 10 10

다군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군사학과 제외), 

이공대학, 미용예술학과
100

영화영상학과 70 30

무대패션전공 50 50

연기전공, 한국무용전공, 음악학부 20 80

 ※ 가군 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은 단계별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전형은 실기 100%로 모집인원 10배수를 선발함

 ※ 나군 군사학과는 단계별전형을 실시하며, 1단계전형은 수능 100%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하며,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합격, 불합격 자료로 활용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단과대학/학과
수능성적

활용지표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

비고국어

(A/B)

수학

(A/B)
영어

탐구

(사회/과학/직업)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백분위 35 10 35 20

 ※ A/B 모두 지원가능 단, B형 응시자는 

가산점 부여

·국어 : 인문·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학과

·수학 : 이공대학

   (가산점은 30쪽 참조)

 ※ 이공대학은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부여

   (나노융합공학과 제외) 

 ※ 탐구영역은 최상위 1과목만 반영

군사학과 백분위 25 25 25 25

글로벌경영학과 백분위 30 20 50

이공대학 백분위 10 35 35 20

나노융합공학과 백분위 40 40
20

(과탐)

예술대학 백분위 4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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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정시 가군/나군/다군

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코드

번호

입학

정원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원외

가군 나군 다군 다군

일반

학생

일반

학생

·

군사

학과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학   과 (부) 전  공

인문

과학

대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

영어
★
/일어

★
/중어

★
/노어

★
/불어 11 150

- -

91

♣

4

-
아동학과 

★
12 60 35 -

문화콘텐츠학부
★★

문화콘텐츠/국어국문학
★
/철학 13 50 29 1

사회

과학

대학

공공인적자원학부 법학/행정학 31 50

-

- 29 -

경영학부
★★ 경영/국제통상/회계·세무/

금융경제/물류·마케팅
32 100 - 58 5 ♣

글로벌경영학과 33 40 - 25

-
군사학과

남자 34
50

18 -

여자 35 2 -

이공

대학

컴퓨터과학과 41 80

- -

46

♣

2

-

금융정보공학과 42 40 23 1

화학생명공학과 43 40 23 1

전자공학과
★

44 80 47 2

컴퓨터공학과 45 80 46 2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46 40 23 1

도시공학과 47 40 24 1

토목건축공학과 48 40 23 1

나노융합공학과
복수학위과정(미국 UTEP)

금속재료공학
49 40 24 -

예술

대학

미용예술학과
★

헤어·메이크업 디자인 50 50

-

-

21
♣

-

♣
뷰티테라피&메이크업 51 30 12

영화영상학과
★

52 30 25

- -

공연예술학부

연기
★

53 40 25

모델연기
남자 54

30
6

-여자 55 8

무대기술 56 20 13

무대패션 57 20 - 15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
 58 30 25

-
생활문화디자인

★
 59 30 25

무용예술학과 한국무용 60 2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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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코드

번호

입학

정원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원외

가군 나군 다군 다군

학   과 (부) 전  공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예술

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61 18

-

-

14

- - -

관현악

관

악

플룻 62

40

1

오보에 63 ♣

클라리넷 64 1

바순 65 1

색소폰 66 ♣

혼 67 1

트럼펫 68 ♣

트럼본 69 1

튜바 70 ♣

     타악기 72 1

현

악

바이올린 73 10

비올라 74 3

첼로 75 3

더블베이스 76 1

     클래식기타 77 1

실용음악학과

기악

관악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80

42

1

-

베이스 81 2

드럼 82 2

기타 83 5

피아노 84 5

작곡 85 3

보컬 86 9

뮤지컬학과
남자 88

30 -
7

여자 89 7

계 1,410 104 34 696 ♣ 21 ♣

 ※ ★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또는 전공임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은 해당 없음)

 ※ ★★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전공이수방법: 2개 전공(영어전공+일어, 중어, 노어, 불어전공 중 택 1)을 복수전공하여야 함

★★ 문화콘텐츠학부 전공이수방법: 2개 전공(문화콘텐츠전공+국어국문학, 철학전공 중 택 1)을 복수전공하여야 함

★★ 경영학부 전공이수방법: 2개 전공(경영전공+국제통상, 회계·세무, 금융경제, 물류·마케팅전공 중 택 1)을 복수전공하여야 함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은 해당 없음)

 ※ 나노융합공학과는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이며, 자세한 설명은 38쪽 참조

 ※ ♣ 표시된 모집단위는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모집에서 이월 선발함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예치금등록 결과 또는 전형결과 합격자의 동점자 발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예치금등록마감 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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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정시 가군/나군/다군

내   용 일      시 유    의    사    항

원서

접수

2015. 12. 24(목) ~ 12. 28(월) 17:00까지

※ 24시간 접수가능 (토, 일도 평일과 같음)

※ 단, 12. 28(월)은 17:00까지

1. 모든 전형은 인터넷접수로만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2.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 진학사 원서접수 : www.jinhakapply.com

 ※ 본교 : www.skuniv.ac.kr

서류제출
2015. 12. 30(수)  16:00까지

(등기우편은 12. 29(화) 소인까지 유효)

인터넷접수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1.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실기고사

일시예약

가군

실용음악, 모델연기

2015. 12. 30(수) 11:00~15: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1.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본인이 직접 예약 

2. 예약 종료 후 일시 변경은 절대 불가 

3. 기간내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본교에서 임의 배정 

4. 다음의 경우는 예약이 제한됨

1) 고사일시가 지정된 경우: 무대기술전공, 무대패션전공

2) 고사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디자인학부

3) 악기의 구분이 세분화 된 경우: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5. 예약선택 가능일은 지원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남여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실기고사는 남자 우선 

진행 (모델연기전공, 뮤지컬학과)

나군

뮤지컬

다군

연기, 영화영상, 

음악학부 피아노, 

한국무용

2016. 1. 5(화) 11:00~15: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고사유의

사항발표

가군
2015. 12. 31(목) 17: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1. 유의사항(일시 및 장소)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2. 공지된 개인별 고사일시는 절대 변경 불가 나군, 다군

군사학과 2단계응시자

2016. 1. 8(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고사일시

군 모집단위 일시 비고

1. 예비소집은 시행하지 않음

2. 수험표 및 신분증, 고사 준비물 반드시 지참

3. [가군] 2015.12.31.(목)17:00 [나군/다군] 2016. 

1.8.(금)17:00에 발표하는 모집단위별 고사 일시 및 

장소,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4. 지원인원에 따라 전형일은 변경 될 수 있음

5. 가군 보컬전공, 나군 군사학과 2단계전형 응시자는 

1.8(금)17: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 발표

6. 가군 보컬전공, 나군 군사학과 2단계전형 응시자는   

진학사 원서접수   에서 2단계전형 접수를 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기간: 1.9(토) 10:00 ~ 16:00

 ※ 미 접수자는 2단계 응시자격이 박탈됨

<고사 일시표의 비고는 고사시간예약가능 여부>

 ※ ○ : 가능 , △ : 조건부 가능,  X : 불가능

 ※ △는 고사타임이 2타임 이상일 경우만 가능

가

군

보컬전공
1단계 2016.1.2(토) ~ 1.7(목) ○

2단계 2016.1.10(일) X

기악전공, 작곡전공 2016.1.3(일) ~ 1.8(금) △

모델연기전공 2016.1.2(토) ~ 1.5(화) ○

무대기술전공 2016.1.2(토) 08:40 X

시각정보디자인전공
2016.1.9(토) ~ 1.10(일) X

생활문화디자인전공

나

군

군사학과 2단계 2016.1.12(화) 08:40 X

뮤지컬학과 2016.1.16(토) ~ 1.19(화) ○

다

군

연기전공 2016.1.20(수) ~ 1.25(월) ○

영화영상학과 2016.1.23(토) ~ 1.25(월) ○

무대패션전공 2016.1.23(토) 08:40 X

한국무용전공 2016.1.23(토) ~ 1.25(월) ○

피아노전공 2016.1.23(토) ~ 1.25(월) ○

관현악전공 2016.1.23(토) ~ 1.25(월) X

http://www.jinhakapply.com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6_%EC%A0%84%ED%98%95%EC%9D%BC%EC%A0%95%20(%EC%9B%90%EC%84%9C%EC%A0%91%EC%88%98%3E%EC%9C%A0%EC%9D%98%EC%82%AC%ED%95%AD%202%EB%B2%88)&utm_term=www.skuniv.ac.kr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6_%EC%A0%84%ED%98%95%EC%9D%BC%EC%A0%95%20(%EC%8B%A4%EA%B8%B0%EA%B3%A0%EC%82%AC%20%EC%9D%BC%EC%8B%9C%EC%98%88%EC%95%BD%20%EA%B0%80%EA%B5%B0)&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6_%EC%A0%84%ED%98%95%EC%9D%BC%EC%A0%95%20(%EC%8B%A4%EA%B8%B0%EA%B3%A0%EC%82%AC%20%EC%9D%BC%EC%8B%9C%EC%98%88%EC%95%BD%20%EB%82%98%EA%B5%B0%2C%20%EB%8B%A4%EA%B5%B0)&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6_%EC%A0%84%ED%98%95%EC%9D%BC%EC%A0%95%20(%EA%B3%A0%EC%82%AC%EC%9C%A0%EC%9D%98%EC%82%AC%ED%95%AD%EB%B0%9C%ED%91%9C%20%EA%B0%80%EA%B5%B0)&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6_%EC%A0%84%ED%98%95%EC%9D%BC%EC%A0%95%20(%EA%B3%A0%EC%82%AC%EC%9C%A0%EC%9D%98%EC%82%AC%ED%95%AD%EB%B0%9C%ED%91%9C%20%EB%82%98%EA%B5%B0%2C%20%EB%8B%A4%EA%B5%B0)&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
http://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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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일      시 유    의    사    항

합격자 발표
2016. 1. 28(목) 17:00 본교 홈페이지

(www.skuniv.ac.kr)

 1.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2.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3.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함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
2016. 1. 29(금) ~ 2. 2(화) 16:00까지  등록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6. 2. 3(수) 10:00 본교 홈페이지

(www.skuniv.ac.kr)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1차 추가

합격자 등록
2016. 2. 3(수) ~ 2. 4(목) 16:00까지  등록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2차 추가

합격자 발표

2016. 2. 5(금) 10:00 본교 홈페이지

(www.skuniv.ac.kr)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2차 추가

합격자 등록
2016. 2. 5(금) ~ 2. 11(목) 16:00까지  등록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3차 이후

추가 합격자 발표
2016. 2. 11(목) ~  2. 16(화)  개별 전화통보 이후 홈페이지 공지

※ 원서접수 마감일[12. 28(월) 17:00까지]은 지원자의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미리 원서

접수를 완료하기 바람

※ 3차 이후의 추가합격자 발표일정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 공지함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7_%EC%A0%84%ED%98%95%EC%9D%BC%EC%A0%95%20(%ED%95%A9%EA%B2%A9%EC%9E%90%20%EB%B0%9C%ED%91%9C%3E%20%EC%9D%BC%EC%8B%9C)&utm_term=www.skuniv.ac.kr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7_%EC%A0%84%ED%98%95%EC%9D%BC%EC%A0%95%20(1%EC%B0%A8%20%EC%B6%94%EA%B0%80%20%ED%95%A9%EA%B2%A9%EC%9E%90%20%EB%B0%9C%ED%91%9C%3E%20%EC%9D%BC%EC%8B%9C)&utm_term=www.skuniv.ac.kr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7_%EC%A0%84%ED%98%95%EC%9D%BC%EC%A0%95%20(2%EC%B0%A8%20%EC%B6%94%EA%B0%80%20%ED%95%A9%EA%B2%A9%EC%9E%90%20%EB%B0%9C%ED%91%9C%3E%20%EC%9D%BC%EC%8B%9C)&utm_term=www.skuniv.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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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정시 가군/나군/다군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한 자는 모든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가.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있어서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음 

나. 수시모집(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추가합격자 모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 등록 할 수 없음

라.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합격(최초합격자, 추가합격자 포함)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

마. 지원 및 등록 방법을 위반한 자는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신입생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2】 본 대학교의 정시모집은 당해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자만 지원이 가능함

 ※ 단,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제외      

【3】 본 대학교 동일 군내의 전형 간,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음

【4】 본 대학교에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원서 접수시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재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여부를 밝혀야하며, 동의하지 않거나 비대상교 학생,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서류제출 

기한 [2015. 12. 30(수) 16:00까지] 내에 본교 입학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6】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 군사학과의 1단계전형 통과자는 2단계전형 응시접수를 기간 내 반드시 

하여야함 ※ 미접수자는 불합격 처리됨

【7】 군사학과 및 실기학과 고사 대상자 유의사항 

가. 대상자 : 군사학과 2단계전형 응시자, 예술대학(미용예술학과 제외) 지원자

나. 고사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발표

▶ 발표일시 및 장소 : (가군) 2015. 12. 31(목) 17:00 이후, (나군/다군) 2016. 1. 8(금) 17:00 이후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 2015. 12. 30(수) / 2016. 1. 5(화) 본인이 직접 시간을 예약하여야 함 (미 예약시 본교에서 임의 지정 함)   

※ 고사일시 예약은 일부학과에서만 시행되는 사항이며, 지원자들은 본인 학과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예약일 이후 공지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별 고사 일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함

▶ 별도 예비소집은 없으며, 반드시 고사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고사 대상자들은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신분증의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이외의 기타 신분증(학생증, 등본 등)으로는 고사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주민센터 발급)는 인정 

라. 고사 시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등 기타 고사 진행에 방해되는 도구를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 및 불합격 처리함

【8】 나노융합공학과 지원자는 원서 접수 전 반드시 외국 대학교와의 복수 학위과정(38쪽) 안내를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8_%EC%A7%80%EC%9B%90%EC%9E%90%20%EC%9C%A0%EC%9D%98%EC%82%AC%ED%95%AD%207%EB%B2%88&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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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이미 접수된 원서(전형료 결제 기준) 및 서류는 내용을 정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원서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함

【11】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기준)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단, 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12】 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심사결과 지원자격 미달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3】 제출서류 중 기재사항 또는 제 증명서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4】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15】 군복무중인 자는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전역예정인 자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16】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7】 연락처 입력오류나 변경 또는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에 따른 책임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연락처 변경사항 발생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함 (☎02-940-7019)

※ 연락두절이라 함은 3회까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함

【18】 본 대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입생 기숙사 시설이 있음

【19】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신입생 사정원칙을 따름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 기재사항】

1. 수시 및 정시모집 충원 통보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2.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   에서 작성이 가능함

3. 입학사정에서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4. 3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5. 본교 및 타 대학에서 3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19_%EB%8C%80%ED%95%99%EB%B3%84%20%EB%AA%A8%EC%A7%91%EC%9A%94%EA%B0%95%20%EA%B3%B5%EB%8F%99%20%EA%B8%B0%EC%9E%AC%EC%82%AC%ED%95%AD&utm_term=%EC%9E%85%ED%95%99%EA%B4%80%EB%A0%A8%20%ED%99%88%ED%8E%98%EC%9D%B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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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전형 (정원내)  정시 가군/나군/다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14쪽) 참조

2. 지원자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고교 이수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단, 나노융합공학과 제외)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노융합공학과는 과학탐구 응시자만 지원가능하며 반드시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38쪽) 안내를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 및 배점

군 구분

배점

대학수학

능력시험

실기

고사
계 

가군 예술대학

무대기술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500점 500점 1,000점

모델연기전공, 생활문화디자인전공, 기악전공, 작곡전공 200점 800점 1,000점

보컬전공

1단계 - 800점 800점

2단계 200점 800점 1,000점

나군 예술대학 뮤지컬학과 200점 800점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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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실기고사 등의 성적을 해당 모집단위의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응시자 및 이공대학 과학탐구 응시자 가산점 부여

1)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학과 국어영역 B형 응시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국어영역의 백분위점수에 10%를 가점

(+)하여 반영함  

2) 이공대학

가) 수학영역 B형 응시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수학영역의 백분위점수에 10%를 가점(+)하여 반영함

나) 과학탐구영역 응시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과학탐구영역의 백분위점수 중 상위 1과목의 백분위 점수에 5%를 가점(+)하여 

반영함 (나노융합공학과,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제외)

라. 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1)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반영 모집단위 (B형 선택 시 가산점 포함)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성적우수자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우수자

- 인문과학대학·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 : 국어영역

- 이공대학 : 수학영역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영역 성적우수자 (이공대학 과탐 선택 시 가산점 포함)

2) 실기고사 성적 반영 모집단위 

① 실기고사 성적우수자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성적우수자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성적우수자

3)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이후에도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마. 실기고사 등의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함

바. 음악학부, 실용음악학과의 경우 모집단위(전공)별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본교 신입학 사정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 내의 타 전공자로 충원함

사.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 순위자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아. 모집인원이 미달된 학과(부)에 한하여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음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 30쪽 참조

5. 예술대학 실기고사 : 32쪽 참조

6. 서류제출 :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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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과 특별전형 (정원내)  정시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14쪽) 참조

2. 지원자격

본교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16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1994. 01. 01생부터 ~ 1999. 12. 31생까지)

※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군복무를 마친 자도 나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군인사법 제10조의 임용결격사유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구분
배점 (반영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고사 체력고사 총   점 비고

1단계 전형 800점 800점
•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 1/8(금) 17:00 본교 홈페이지

2단계 전형 800점 100점 100점 1,000점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실시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B형 선택 시 가산점 포함)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④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체력고사성적 1.5KM달리기성적 윗몸일으키기성적

▶ 동점자처리기준에 의거한 이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다. 면접고사, 체력고사,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중 1개의 고사라도 결시한 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 30쪽 참조

5. 체력고사

 가. 평가내용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2분), 팔굽혀펴기(2분) 영역별 등급에 따른 점수를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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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 / 배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 외

1.5KM달리기 50 49 48 47 46 45 44 43 42 불합격

윗몸일으키기 30 29.4 28.8 28.2 27.6 27 26.4 25.8 25.2 15

팔굽혀펴기 20 19.6 19.2 18.8 18.4 18 17.6 17.2 16.8 10

다. 종목별, 성별 등급 기준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불합격

1.5km 

달리기

남 6'08" 6'18" 6'28" 6'38" 6'48" 6'58" 7'08" 7'18" 7'28" 7'28" 초과 등외

여 7'39" 7'49" 7'59" 8'09" 8'19" 8'29" 8'39" 8'49" 8'59" 8'59" 초과 등외

윗몸

일으키기

남 82 78 74 70 66 62 58 54 50 50 미만 30 미만

여 67 63 59 55 51 47 43 39 35 35 미만 15 미만

팔굽혀

펴기

남 72 68 64 60 56 52 48 44 40 40 미만 20 미만

여 35 33 31 29 27 25 23 21 19 19 미만 10 미만

※ 중도포기자는 불합격처리하며, 종목별 재측정 기회는 당일 1회만 부여함

6. 면접고사 

조별면접이며, 소양별로 5인의 평가관이 부여한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점수 평균을 반영함

구분 전공소양 기본소양 공통소양

요소 발표력/표현력/국가관/리더쉽/희생정신 태도/예절/품성/성장환경/지원동기 신체균형/인성검사/잠재역량/종합판정

배점 40 40 20

▶ 고사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7. 신체검사

가.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체위 신체조건 기준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일반체위 신체조건 기준표

구 분 남 자 여 자

신 장 161cm 이상 ~ 195cm 이하 155cm 이상 ~ 184cm 이하

체 중 46kg 이상 ~ 119kg 미만 40kg 이상 ~ 88kg 미만

체 위 육군신체검사규정에 의한 2급 이상 -

시 력
㉠ 최대교정시력 : 좌,우안 0.7이상                 ㉡근시 : -8.75D 이하                  ㉢ 원시 : +3.75D 이하 

㉣난시 :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4.0D이하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이하 

다.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 병원에서 검사이상으로 판정되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

8. 인성검사

가.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를 실시하여 합격자 사정 심의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 자료로 활용

나. 인성검사는 솔직하게 임하여야 하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괄하면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9. 신원조회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 불가)

가. 주민등록등본 4부    나. 기본증명서 4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4부    라. 사진 (반명함 3X4)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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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정원외)  정시 다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14쪽) 참조

2. 지원자격

본 대학교의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특성화고교의 전 교육과정(6학기)을 이수한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을 응시한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육청에 등록된 특성화고교의 출신학과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칭과 

본교에서 지정한 특성화고교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명칭이 일치하는 자

※ ‘보통과(7차일반 등)’출신자,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등의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舊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는 지원가능

나. 특성화고교 기준학과별 본교 지원 가능학과(부)

※ 고등학교 학과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은 본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정시모집 - 자료실 - 기타 게시판  

   『2016년 2월 졸업자의 기준학과 정보』 엑셀 파일 참조

고교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본교 지원 가능 모집단위

공업계열

기계과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금융정보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

건축과

금속재료과

섬유과

세라믹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디자인과
[인문과학] 문화콘텐츠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인문과학] 문화콘텐츠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식품공업과, 식품가공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영상제작과 [인문과학] 문화콘텐츠학부  [이공대학] 전자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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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본교 지원 가능 모집단위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금융정보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경영과(유통정보과)

회계정보과

관광경영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금융정보공학과

응용디자인과(상업디자인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금융정보공학과 

전자상거래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금융정보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정보처리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금융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과(콘텐츠개발과) [인문과학] 문화콘텐츠학부  [이공대학]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가사계열

간호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관광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미용과

지원불가

유아교육과(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실내디자인과

의상과

조리과

농생명계열

농업토목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조경과

농업기계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금융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동물자원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생물공학과(생물공학기술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수산해운계열

수산식품과

지원불가항해과

해양레저과(해양레저산업과)

냉동공조과
[이공대학] 전자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동력기계과

수산양식과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자영수산과

전자통신과 [사회과학] 공공인적자원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만물류과
[인문과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해양생산과 [사회과학] 경영학부

해양정보과 [사회과학] 경영학부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해양환경과 [이공대학] 화학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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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교육청에 등록된 특성화고교의 출신학과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칭과 본교에서 정한 특성화고교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명칭이 일치할 경우 지원 가능함

라. 지원가능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됨

마. 기준학과 미명시 등은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본교에서 판정함

바. 2개 이상의 특성화고교에 재학한 경우 특성화 계열 구분은 최종학교 특성화 계열 구분을 적용함

사. 출신 고등학교장은 학생의 지원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동일계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3. 전형방법 

일반학생전형(다군)의 전형방법과 동일함 (20쪽 참조)

※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본교 신입학전형 사정원칙에 따라 다른 모집단위에서 성적순으로 최대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충원하며, 미 충원시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4.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학생전형(다군)의 처리기준과 동일함 (21쪽 참조)

5. 서류제출

서류제출방법은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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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정시 다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14쪽) 참조 

※ 본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수시모집 이월인원 발생 시 선발함

2. 지원자격

본 대학교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농·어촌지역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연속하여 6개 학년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추가제출)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출신고등학교장은 학생의 지원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함

2)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의 농·어촌 거주사실에 변동이 없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본교 입학 후 고교 졸업일 

이후의 본인 및 부모의 초본을 입학관리과로 제출해야 함

나. 농·어촌지역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

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다.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2개 이상의 고등학교(타지역 포함)에 재학한 경우는 해당학교 모두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마. 부·모·지원자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바.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사. 신활력지역 거주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음

아.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일시적 말소 포함)에는 지원할 수 없음

자. 부모의 이혼인 경우 친권자의 농어촌 거주사실로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함 

차.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전형방법 

일반학생전형(다군)의 전형방법과 동일함 (20쪽 참조)

※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본교 신입학전형 사정원칙에 따라 다른 모집단위에서 성적순으로 최대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충원하며, 미 충원시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4.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학생전형(다군)의 처리기준과 동일함 (21쪽 참조)

5. 서류제출

서류제출방법은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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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정원외)  정시 다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14쪽) 참조

※ 본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일반 학부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됨

2.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

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2) 일반고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3)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중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지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농지원부 등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4) 산업체 재직기간 산정 기준

가) 20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 이어야 함

나)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의 증명된 기간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다)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기간은 합산하나,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라)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함

마)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병역특례기간 동안의 산업체 근무기간은 인정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및 배점

모집단위
배점

학교생활기록부 최저학력기준

경영학부 미용예술학과 1,000 점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중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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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5쪽)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모집단위
동 점 자 처 리 기 준

① ② ③ ④ ⑤

경영학부

미용예술학과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영어

교과성적

국어

교과성적

영어교과

이수단위

국어교과 

이수단위

6. 서류제출

서류제출방법은 38쪽 참조

7.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경영학부, 미용예술학과) 유의사항

가. 입학 후 수업은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됨 

나. 재학기간 중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 등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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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정시 가군/나군/다군

1.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및 비율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직탐

1과목
계 비   고

A / B A / B

인문

과학
전 모집단위 35 10 35 20 100

국어B형 10% 가산점 부여
사회

과학

공공인적자원학부

경영학부
35 10 35 20 100

글로벌경영학과 30 20 50 100

군사학과 25 25 25 25 100

이공

전 모집단위

(나노융합공학과제외)
10 35 35 20 100 수학B형 10%, 과탐 5% 가산점부여

나노융합공학과 - 40 40 20(과탐) 100 수학B형 10% 가산점 부여

예술

미용예술학과 40 - 40 20 100 국어B형 10% 가산점 부여

전 모집단위

(미용예술학과제외)
40 - 40 20 100 B형 가산점 없음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백분위점수를 적용하며, 모집단위별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에 따라 반영함

다. 국어, 수학영역에서 유형(A형/B형)과 탐구영역의 반영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라. 탐구영역은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최상위 1과목 성적을 반영함 

※ 나노융합공학과는 과학탐구영역만 반영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응시자 및 이공대학 과학탐구 응시자 가산점 부여

1)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학과 

국어영역 B형 응시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국어영역의 10%를 백분위점수에 가점(+)하여 반영함  

▶ B형 응시자의 가산점 = B형 국어영역 백분위점수 × 0.1 

2) 이공대학

가) 수학영역 B형 응시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수학영역의 10%를 백분위점수에 가점(+)하여 반영함

B형 응시자의 가산점 = B형 수학영역 백분위점수 × 0.1

나) 과학탐구영역 응시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과학탐구영역의 백분위점수 중 상위 1과목의 백분위 점수에 5%를 가점(+)하여 

반영함 (나노융합공학과,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제외)

과학탐구영역 응시자의 탐구영역 가산점 = 과학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의 백분위점수 × 0.05

바.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영역을 미응시한 자는 해당영역을 0점으로 처리함

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반영영역의 백분위 점수를 반영비율로 곱한 후,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배점에 따라 환산함

▶ 반영점수 = {∑［반영영역의 백분위점수 × 반영비율］} × 
(대학수학능력시험 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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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 예시 

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예시

구분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과학탐구영역

A형 B형 물리Ⅰ 물리Ⅱ

백분위 90 85 92 90 86

나. 2016학년도 본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 (%)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수능배점 가산점

국제비즈니스, 아동, 문화콘텐츠, 공공인적자원, 경영 35 10 35 20 1,000

국어B  10%글로벌경영 30 20 50 - 1,000

군사 25 25 25 25 800

컴퓨터과학, 금융정보, 화학생명,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 도시공학, 토목건축
10 35 35 20 1,000

수학B  10%

과학탐구 5%

나노융합 - 40 40 20(과탐) 1,000 수학B  10%

미용예술 40 - 40 20 1,000 국어B  10%

영화영상 40 - 40 20 700 -

무대기술, 무대패션, 시각정보디자인 40 - 40 20 500 -

연기, 모델연기, 생활문화디자인, 한국무용, 음악, 뮤지컬 40 - 40 20 200 -

다. 2016학년도 본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예시

단과

대학
모집단위

가산점
환산식

반영

점수B형 과학 탐구

인문

과학
전 모집단위

- -
｛90×0.35 + 85×0.1 + 92×0.35 + 90×0.2｝ × 

1000

100
 = 902

902

사회

과학

공공인적자원

경영

글로벌경영 - - ｛90×0.3 + 85×0.2 + 92×0.5｝ × 
1000

100
 = 900 900

군사 - - ｛90×0.25 + 85×0.25 + 92×0.25 + 90×0.25｝ × 
800

100
 = 714 714

이공

전 모집단위

(나노융합제외) 

85×0.1

= 8.5

90× 0.05 

= 4.5
｛90×0.1 + (85+8.5)×0.35 + 92×0.35 + (90+4.5)×0.2｝ × 

1000

100
 = 928.28 928.25

나노융합
85×0.1

= 8.5
- ｛(85+8.5)×0.4 + 92×0.4 + 90×0.2｝×

1000

100
 = 922 922

예술

미용예술 - - ｛90×0.4 + 92×0.4 + 90×0.2｝ × 
1000 
100

 = 908 908

영화영상 - - (90×0.4 + 92×0.4 + 90×0.2) × 
700

100
 = 635.6 635.6

무대기술

무대패션

시각정보디자인

- - (90×0.4 + 92×0.4 + 90×0.2) × 
500

100
 = 454 454

생활문화디자인연기

모델연기

음악

한국무용

실용음악

뮤지컬

- - (90×0.4 + 92×0.4 + 90×0.2) ×
 200

100

 
= 18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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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 실기고사  정시 가군/나군/다군

군 모집단위 실 기 고 사 내 용 배점 준비물 및 유의사항

가

군

공

연

예

술

학

부

모델

연기

전공

워킹 

(워킹, 포즈, 턴, 포토포즈)
500

[실기의상] 오디션 기본 복장 (색상은 모두 검정)

※ 장신구 착용금지

남) 상의 : 스판덱스소재 민소매T 

하의 : 스키니진(스판덱스소재) 반바지 또는 긴바지

신발 : 로퍼, 스니커즈, 컨버스화 중 택 1

여) 의상 : 스판덱스소재 민소매 미니원피스 (살구색 스타킹 가능)

신발 : 앞굽없는 7cm 기본 검정하이힐

화장 : 간단한 기본 메이크업 (색조화장자제)

헤어 : 뒤로 묶을것 (포니 테일)

대사 자유연기 300

• 2분 내외의 대사연기만 가능 (춤, 판토마임, 특기 등 불가)

• 필요시 의상, 소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실기 후 질의 응답시간이 있을 수 있음

무대

기술

전공

① 희곡분석

주어진 희곡을 읽고 작품의 주제, 인물구성, 

줄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② 이미지 스케치

희곡의 지문을 읽고 무대 이미지와 빛을 스케치

500

• 제한시간 : 2시간

• 준비물 : 필기도구, 4B연필, 지우개 등

• 고사용지

  (희곡분석) 줄노트 형식 (본교소정양식)

  (이미지 스케치) A4 일반 복사용지

디

자

인

학

부

시각

정보

디자인

전공

아래 1) ~ 3) 중에서 택1

1) 발상과 표현

① 켄트지 4절 (고사시 배부)

② 주제는 고사당일 추첨 출제

③ 주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음

④ 고사시간 : 4시간

2) 사고의 전환

① 켄트지 3절 (고사시 배부)

② 제시물과 제시어는 고사당일 추첨 출제

③ 이미지 50개 사전 제시 (본교 홈페이지)

④ 켄트지를 반으로 나눠 상하로 그리며,

고사용지 1번에 이름 쓰고 소묘진행

1

2

⑤ 고사시간 : 4시간

3) 기초디자인

① 켄트지 4절 (고사시 배부)

② 고사용지를 가로로 그린다

③ 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해석과 색채표현

④ 실물 또는 사진(복사물) + 주제어 또는           

문장 등이 주어질 수 있음

⑤ 고사시간 : 4시간

500

• 준비물  

채색도구, 개인물통 등 고사에 필요한 용품 (켄트지 제외)

• 채색도구 

연필, 색연필, 파스텔, 수채화물감, 포스터물감, 콘테 등 모든 

채색도구 (제한 없음)

생활

문화

디자인

전공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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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집단위 실기고사 과목 배점 준비물 및 유의사항

가

군

실

용

음

악

학

과

기악

전공

(관악,

베이스,

드럼, 

기타,

피아노)

① 자유곡 1, 1곡 400
• 암보로 3분 내외

• 기악은 서로 대조되는 장르의 곡이어야 함

• 작곡은 본인 자작곡에 한하여 반주곡 사용가능하며, 자유곡은 피아노 권장

• 반주곡은 CD로 준비하여 고사 당일 제출

(Audio CD, 16배속 이하로 제작)

• 반주자 동반시 1명으로 제한

• 피아노, 드럼, 앰프를 제외한 악기 본인지참

• 기타 이펙트는 드라이브만 사용가능

• 실기 후 초견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수 있음 

• 심사위원용 악보 5부 제출 :

A4사이즈로 인적사항, 학원명 등 기재불가

(고사장에서 복사불가 사전준비)

② 자유곡 2, 1곡 400

작곡

전공

① 자작곡 1곡 연주 400

② 자유곡 1곡  연주 400

보컬

전공

1

단

계

자유곡 1곡 800

(공통사항)

• 2분 내외로 하며, 반주곡은 CD로 준비하여 고사 당일 제출 

(Audio CD, 16배속 이하로 제작)

• 반주자 동반시 1명, 피아노 또는 기타로 제한

• 본인 직접 반주 가능 (피아노, 기타 권장)

• 심사위원용 악보 5부 제출 : A4사이즈로 인적사항, 학원명 등 기재불가

(고사장에서 복사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함)

• 실기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수 있음 

(1단계)

• 한글 가사곡으로 하며 장르 제한 없음

(2단계)

• 모집인원의 10배수를 2단계 응시자로 선발

• 1단계의 곡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스타일의 2곡이어야 함

2

단

계

① 자유곡 1, 1곡 400

② 자유곡 2, 1곡 400

나

군
뮤지컬학과

① 자유곡 1, 1곡 (느린곡) 300
• ① + ② + ③ + ④ 암보로 모두 3분 내외

• ①과②는 최대 온음<장2도>위, 아래 전조 가능

• 반주곡은 각자 CD에 준비하여 고사 당일 제출

(Audio CD, 16배속 이하로 제작)

• ③은 세일즈맨의 죽음(아서밀러), 갈매기(안톤체흡) 중 지정대사 

(고사 당일 별도배부)

• ④는 발레를 기본으로 한 무반주 자유안무

② 자유곡 2, 1곡 (빠른곡) 300

③ 모놀로그 (지정대사) 100

④ 자유안무 (무반주) 100

 ※ 실기고사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의 신분증(학생증, 등본 

등)으로는 고사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신분증 분실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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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집단위 실 기 고 사 내 용 배점 준비물 및 유의사항

다

군

영화영상학과

실기구술고사

① 주어진 시나리오의 등장인물, 이야기, 

시각화 등에 대한 질의

※ 시나리오는 고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② 영화·영상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자의 전공소양 등과 

관련된 질의

300

• 제한시간 : 5분 내외

• 고사 전 5분 내외의 준비시간이 있음

• 시나리오는 A4 1장 분량

공

연

예

술

학

부

연기전공 자유연기 800

• 2분 내외의 대사, 특기 등

• 필요시 의상, 소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실기 후 질의 응답시간이 있을 수 있음

무대패션전공

발상과 표현

① 켄트지 4절 (고사 시 배부)

② 주제는 고사당일 추첨 출제

③ 주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음

④ 고사시간 : 4시간

500

• 준비물 : 채색도구, 개인물통 등 고사에 필요한 용품

(켄트지 제외)

• 채색도구 : 연필, 색연필, 파스텔, 수채화물감, 

포스터물감, 콘테 등 모든 채색도구

(제한 없음)

무

용

예

술

학

과

한국무용전공 자유작품 800

• 실기의상 : 흰색버선 또는 흰색 코슈즈는 남녀 공통

남) 상의 : 흰색 레오타드, 하의 : 검은색 면바지

여) 상의 : 검은색 레오타드, 하의 : 핑크색 타이즈

※ 풀치마 본교 제공

• 무용예술학과 공통 유의사항

1) 작품은 2분 이내로 준비 

2) 반주곡은 각자 CD에 준비하여 고사당일 제출

(Audio CD, 16배속 이하로 제작)

3) 화장 및 장식은 일체 금함

4) 머리는 장식 없이 단정하게 빗어 위로 올림

5) 소품사용 금지 (단, 살풀이, 승무, 태평무는 

소품사용기능하며, 승무는 고깔사용 금지)

음

악

학

부

피아노전공
① 자유곡 1, 1곡 400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
② 자유곡 2, 1곡 400

관현악전공

(클래식기타 포함)
자유곡 1곡 (빠른 악장 한 악장) 800

• 반주자는 지원자가 대동

• 악기지참, 암보연주

타악기전공

① Marimba

② Timpani

③ Snare Drum

800

• 반주자는 지원자가 대동 

• ① + ② + ③ 모두 연주

• 심사위원용 악보 5부 제출 :

A4사이즈로 인적사항, 학원명 등 기재불가

(고사장에서 복사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함)

• 악기는 지참하지 않음

 ※ 실기고사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의 신분증(학생증, 등본 

등)으로는 고사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신분증 분실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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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만 해당)  정시 다군

1. 반영요소

교과성적만 100% 반영함(비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2. 학년별 반영비율

학년별 반영비율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체 반영학기를 일괄 합산하여 반영함

3.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석차등급과 이수단위를 반영하며, 반영교과내 과목 중 “전문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은 제외함

나. 반영과목이 없는 학기가 있을 경우 반영과목이 있는 학기의 과목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함

다. 반영교과 중 과목성적이 전혀 없는 교과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라. 3학년 2학기까지 전 학년의 성적을 반영함

마. 반영과목의 석차등급과 이수단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석차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은 성적반영에서 제외함

4.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반영과목 수

전형 단과대학 및 학과 반 영 교 과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경영학부, 미용예술학과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내 전 과목

 ※ 영어교과에는 외국어(영어)교과가 포함되며, 사회교과에는 사회(역사/도덕포함)교과가 포함됨

5.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

가. 교과성적 산출방법

1) 과목별로 석차등급 점수에 이수단위를 곱한 후 그 합계를 이수단위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의 이수단위에 의한 가중평균)

2) 석차등급에 따른 반영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등급점수 100 90 85 83 81 76 66 36 0

3) 2007년 2월 이전의 반영과목에 대한 석차등급 산출방법

① 동석차 인원이 없을 경우의 과목 석차백분율 산출식 : 석차 ÷재적자수 ×100 

② 동석차 인원이 있을 경우의 과목 석차백분율 산출식 : 중간석차 ÷재적자수 ×100

※ 중간석차 산출식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1)/2

③ 석차백분율이 아래의 누적비율에 해당하는 석차등급을 부여함    

석차등급 누적비율 비고

1   ~  4%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만 구함

2 4.01%  ~ 11%
3 11.01% ~ 23% 
4 23.01% ~ 40% 
5 40.01% ~ 60% 
6 60.01% ~ 77% 
7 77.01% ~ 89%
8 89.01% ~ 96% 
9 96.01% ~

나.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 :  {∑(석차등급점수 × 이수단위)÷∑이수단위} × 
(반영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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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 전원

②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 전원

③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 전원 

※ 일반학생전형, 군사학과 1단계전형 지원자는 제출서류 없음

1. 전형별 제출서류

 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1)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시 출력 가능)

③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2) 자격별 추가서류

가) 부·모·지원자 모두 중학교 1학년 입학일부터 연속하여 

6년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

①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특이자는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부모의 이혼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의 기본증명서 1부

㉯ 부모의 사망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말소자 초본 1부

㉰ 입양 지원자의 입양관계증명서 1부

㉱ 양자 지원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나) 지원자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초등학교 재학기간 및 학교주소 확인서 1부

▶ 모든서류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및 말소자초본은 반드시 전 주소 및 현 주소가 명기된 것이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의 농·어촌 거주사실에 변동이 없어야 하며, 고교졸업예정자는 본교 입학 후 고교 

졸업일 이후의 본인 및 부모의 초본을 입학관리과로 제출해야 함

 ※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는 본인 초본만 제출

나.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1) 공통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1부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시 출력 가능)

2)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비대상교 출신자,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서류제출  정시 가군/나군/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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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1)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학생,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

  

 2) 자격별 추가서류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재직자

① 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반드시 명기)

② 경력증명서 1부 (현 직장에서 3년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경력자는 해당기간 산업체 모두 포함)

㉮ 4대보험가입확인서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지원센터 발행)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발행)

② 납세증명서 1부 (세무서 발행)

③ 휴업·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행) - 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미가입 1차 산업 종사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공적증명서 (농지원부등본 등) 1부

▶ 모든서류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최종합격자는 본교 입학 후 2016년 3월 1일 기준 자격증빙서류를 추가로 입학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함

2. 서류제출 방법 안내

가.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할 것

1) 인터넷접수 후 입학원서, 우편발송용 표지, 수험표, 지원자 유의사항을 출력 

2) 입학원서와 해당서류를 봉투에 봉인 후 우편발송용 표지를 부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교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수험표 (접수확인증) 및 지원자 유의사항은 수험생 본인이 보관

       ※ 실기 및 면접·체력고사 대상자는 수험표를 출력한 후 신분증과 함께 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

나. 보내실 곳

우편번호(02713)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정릉동) 서경대학교 입학관리과 신입학담당자 앞

다. 제출기한

2015. 12. 30(수) 16:00까지 [등기우편은 12. 29(화) 소인까지 유효함]

▶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불합격 처리함

▶ 특이자로 판단되어 본교에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제증명서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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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공학과 복수학위과정 지원자에게 해당하며, 합격자 전원은 반드시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이수과정 중 다른 학과로의 전과 및 타 전공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1. 복수학위과정 개요
 ■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 및 미국 텍사스주 법에 의거 본교 나노융합공학과(Nano Convergence Engineering)와 텍사스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at El Paso : UTEP) 금속재료공학과(Metallurgical & Materials Engineering)와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는 인쇄전자공학(Printable Nano Engineering)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양교의 학위를 취득하는 학사학위과정

 ■ 4년간의 교육기간 중 처음 5학기 동안은 본교에서 그리고 나머지 3학기는 UTEP(텍사스주 엘파소시 소재)에서 수학하게 되며, 

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본교 나노융합공학전공 학사학위와 미국 UTEP 금속재료공학과 인쇄전자공학 전공 

학사학위를 동시에 취득

2. 복수학위과정 특징
 ■ 본교와 UTEP의 공동교육과정에 따라 첫 5학기 동안은 본교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TOEFL iBT 

68점 이상 취득 및 원활한 영어의사소통을 목표로 영어집중교육이 실시됨

   ※기한 내 TOEFL 점수 미취득자는 과정이수 불가능

3. 모집인원
 ■ 나노융합공학과 모집인원 40명 전원 

4. 지원자 유의사항
 ■ 나노융합공학과 지원자 전원은 미국 UTEP과의 복수학위과정 선발대상자로서, 입학과 동시에 복수학위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과로의 전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본교 등록금(2015학년도기준 약 418만원)과는 별도로 UTEP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추가수업료(약 215만원)를 매학기 

본교에 납부해야 함

 ■ UTEP 등록금 및 장학 제도 : ① UTEP에서 수학하는 3학기(6~8학기) 동안 UTEP에 학기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교 

나노융합공학과에 등록하여 UTEP 기준 평점평균 3.0이상(4.0만점 기준)을 유지하면, UTEP 등록금 중 수강료의 약 87%(2015

학년도 봄학기 기준)가 면제됨 (면제 비율은 UTEP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UTEP 등록금은 

수강료, 건물 이용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개인 비용(보험료, 도서관 이용료, 체육관 이용료, 교내시설 이용료 

등)은 장학금 수혜 금액에서 제외됨

5. UTEP(The Unversity of Texas at El Paso) 소개
 ■ 텍사스주립대학교(UTEP)는 1914년,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금속재료공학과를 중심으로, The Texas College of Mines and 

Metallurgy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은 대학임

 ■ 나노재료, 인쇄전자재료 연구를 위한 PNE Lab을 설립하여 관련 학생들의 연구 참여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3D Printing 기술로 

유명한 인쇄전자 전문 연구소인 SPEC Center와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로 유명한 W.M.Keck Center를 운영

     ※ 원서접수를 마치고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서수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접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나노융합공학과 복수학위과정 사무실 : 02-940-7760                                    ·교 무 과 : 02-940-7072 

외국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나노융합공학과)  정시 다군

https://nc.skuniv.ac.kr/nc_about?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38_%EC%99%B8%EA%B5%AD%EB%8C%80%ED%95%99%EA%B5%90%EC%99%80%EC%9D%98%20%EB%B3%B5%EC%88%98%ED%95%99%EC%9C%84%EA%B3%BC%EC%A0%95&utm_term=%EC%99%B8%EA%B5%AD%EB%8C%80%ED%95%99%EA%B5%90%EC%99%80%EC%9D%98%20%EB%B3%B5%EC%88%98%ED%95%99%EC%9C%84%EA%B3%BC%EC%A0%95#3


39

원서접수 일정

2015. 12. 24(목) ~ 12. 28(월) 17:00까지 (4일간, 24시간 접수가능)

[ 단, 접수마감일인 12. 28(월)은 17:00까지만 접수함 ] 

▶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원서접수 마감일〔12. 28(월)〕은 지원자의 폭주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미리 원서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접수 사이트

인터넷 접수 사이트 전화번호 E-mail

진학사 원서접수 www.jinhakapply.com 1544-7715 help@jinhak.com

 ※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를 통하여 접속 가능함

2. 인터넷 접수 방법

순 서 내               용

1단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원서접수 대학 중 “서경대학교”선택

3단계 모집요강, 지원자유의사항, 원서접수방법 등을 확인

4단계

입학원서 기재사항 입력 및 확인 (전형유형 및 지원학과,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입학원서 작성 및 확인 시 신중하기 바람 

   (전형료 결재 후에는 접수취소 및 원서작성 내용의 수정이 불가함) 

5단계 전형료 결제(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 접수 수수료는 본교 부담

6단계
수험표 확인 및 출력 (지원자 유의사항 포함) - 수험표 재출력 가능함

▶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니 반드시 출력하여 확인하기 바람

7단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및 우편발송용 표지 출력

▶ 원서 및 해당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2015.12.30(수) 16:00까지]

실기/면접·체력고사 대상자는 홈페이지 입학안내   에 발표되는 “고사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지된 고사일정은 절대 변경될 수 없으며, 수험표 출력 후 신분증과 함께 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

인터넷 원서접수  정시 가군/나군/다군

http://www.jinhakapply.com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39_%EC%9D%B8%ED%84%B0%EB%84%B7%20%EC%9B%90%EC%84%9C%EC%A0%91%EC%88%98&utm_term=%EB%B3%B8%20%EB%8C%80%ED%95%99%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20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39_%EC%9D%B8%ED%84%B0%EB%84%B7%20%EC%9B%90%EC%84%9C%EC%A0%91%EC%88%98&utm_term=%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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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에 임하여야 함

2) 접수 시 유의사항 및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함

3)
해당 전형별 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

- 지원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는 접수 후에 별도 심사하며,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4) 지원자의 전화번호(전형기간 중 실제 연락 가능한 자택, 휴대전화 등 모두 기재)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5) 입력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6)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결제가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7)

전형료결제 이전에는 입력한 사항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나 결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원서를 작성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결제하기 바람 

(착오로 인한 입력오류도 정정 불가하니 반드시 입력사항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함)

8) 접수 완료 후 다시 접수할 경우 이중접수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되니 유의하기 바람

9)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기준)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질병, 전형 일자의 사후 

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 할 때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10)
원서의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1)

기타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원서접수 업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접수 중 오류사항 및 접수여부 

확인 등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업체에 문의하여야함 

(진학사 원서접수 ☎1544-7715)

전형료 정시 가군/나군/다군

구분 전형 구분 전형료 비        고

일괄

합산

전형

및

1단계

전형

일반학생

수능

100% 3만5천원

• 인터넷접수에 따른 수수료(5,000원)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서접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체크한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전형료를 반환함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접수 수수료는 제외

• 불합격자에 대한 환불은 없음 (단계별 전형포함)

• 보컬전공, 군사학과 1단계전형 통과자는 2단계전형 접수기간

(2016.1.8)에 2단계전형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2단계전형의 응시자격이 주어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군사학과

특성화고졸재직자 학생부 100%

일반학생 실기고사 7만원

2단계

전형

보컬전공 실기고사 3만5천원

군사학과 면접,체력 등 7만5천원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시점)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단, 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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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2016. 1. 28(목) 17:00 이전 본교 홈페이지 (www.skuniv.ac.kr)

나.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다. 합격자 발표 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 (한국무용, 특별전형은 500%)를 예비순위자로 발표함

라.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순위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함

2. 추가합격자 발표

가. 1차 추가합격자 발표 : 2016. 2. 3(수) 10:00 본교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나. 2차 추가합격자 발표 : 2016. 2. 5(금) 10:00 본교 홈페이지   (개별 통보하지 않음)

다. 3차 추가합격자 발표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함

라. 추가합격자의 충원기간은 2016. 2. 16(화) 21:00까지이며, 이 기간내에는 전형일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며 등록기간은 본교에서 결정하여 통보함

마. 해당 수험생은 예비순위자 명단 및 예비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가합격 통보에 대비 하여야 함 

▶ 추가합격자의 등록기간은 입시일정에 따라 등록기간이 촉박하게 주어지므로, 예비순위 추가 합격 대상자는 등록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대비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합격자명단 이외의 자료에 의한 합격여부의 착오 및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및 등록금고지서, 합격자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추가 합격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기재 오류나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일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미등록 

충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연락두절이라 함은 3회까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함

▶ 연락처 변경 즉시 본교 입학관리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02-940-7019

신입생 등록금  정시 가군/나군/다군

2016학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추후 결정 공지함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정시 가군/나군/다군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1_%ED%95%A9%EA%B2%A9%EC%9E%90%20%EB%B0%8F%20%EC%B6%94%EA%B0%80%ED%95%A9%EA%B2%A9%EC%9E%90%20%EB%B0%9C%ED%91%9C&utm_term=www.skuniv.ac.kr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1_%ED%95%A9%EA%B2%A9%EC%9E%90%20%EB%B0%8F%20%EC%B6%94%EA%B0%80%ED%95%A9%EA%B2%A9%EC%9E%90%20%EB%B0%9C%ED%91%9C&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1_%ED%95%A9%EA%B2%A9%EC%9E%90%20%EB%B0%8F%20%EC%B6%94%EA%B0%80%ED%95%A9%EA%B2%A9%EC%9E%90%20%EB%B0%9C%ED%91%9C&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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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

2016. 2. 16(화) 20:55까지

2. 신청방법

가. 인터넷 신청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등록금 환불』에 접속하여 신청

1) 로그인 : 개인정보(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로 본인 확인

2) 본인인증 :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3) 인적사항 입력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4) 환불사유 입력 : 포기사유(타대학 합격 등) 입력

5) 신청 확인서 출력 : 본인보관

6) 신청완료

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관리과로 등록포기의사를 밝힌 후, 아래의 서류를 방문제출 또는 팩스로 송부  Fax: 02 940-7021

1) 등록포기각서(본교소정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2) 등록금납입영수증 

3) 본인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4) 통장사본

▶ 본인 및 직계가족 이외의 환불신청은 불허하며, 직계가족이 환불 신청 시 직계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함

다. 등록금환불 유의사항

1) 환불신청 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등록금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할 수 없음

2) 환불신청에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본인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3) 등록금환불은 환불신청시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됨

환불신청시간 환불처리시간 비고

당일 10:00 ~ 당일 14:00 당일 15:00 ~ 15:30

토요일·휴일 환불접수 건은 근무일 오전 11시에 환불 처리됨

당일 14:00 ~ 익일 10:00 익일 11:00 ~ 11:30

라. 기타 등록금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함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해당 대학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등록취소 및 환불  정시 가군/나군/다군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2_%EB%93%B1%EB%A1%9D%EC%B7%A8%EC%86%8C%20%EB%B0%8F%20%ED%99%98%EB%B6%88&utm_term=%EB%B3%B8%EA%B5%90%20%ED%99%88%ED%8E%98%EC%9D%B4%EC%A7%80%20%EC%9E%85%ED%95%99%EC%95%88%EB%82%B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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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전공제도

복수전공은 본인의 전공 외에 타 학과(부)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제도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동시에 2개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전과제도

전과제도는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과(전공)을 변경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일정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3. 교직과정설치 운영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아동학과만 해당)을 수여하는 제도

4. 학생군사교육단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R.O.T.C 제도는 우수한 대학생들을 장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2년간

(3,4학년간)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간 국방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도

5. 취업역량 강화

1) 학년별 다양한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3) 대기업 공채대비 집중교육반 운영

5) 재학 중 기업현장체험 교과목 운영

2) 전교생 드림캠프(실전취업대비합숙교육)

4) 면접강화반, 자기소개서 클리닉반 운영

6) 전문상담가와 상시 상담 운영(잡카페)

6. 교양영어 교육역량 강화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리더의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전 강좌에 

원어민 교수들이 배정되어 단계별 프로그램에 의한 수준별 맞춤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말하기 중심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TOEIC Speak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7. 교양과목 이수면제

공인시험 등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양교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

8. 교류대학간 학점교류

다양한 대학문화를 접함과 동시에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개 대학간 학점교류제도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이용 교류 등 대학간 협력 및 학문교류가 활발히 진행됨

9. 국제교류와 자매결연대학 (P.46 참조)

국제화에 부응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과 학문발전을 위하여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러시아,  

프랑스 등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는 복수학위제,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음

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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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 중 각 학과(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선발기준 성적기준 장학금액 수혜기간

▶ 수시 일반학생전형(적성고사) 전체 수석

▶ 정시 일반학생전형(수능 100%) 전체 수석 

※ 수능 성적은 4개영역 반영비율로 환산

▶ 수혜기간 중 성적 3.5 이상 등록금의 전액 8학기

▶ 수시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 전체 수석 등록금의 전액 1학기

▶ 정시 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별(학과, 학부) 수석 등록금의 전액 1학기

▶ 수시 일반학생전형(적성고사) 모집단위별 수석 등록금의 50% 1학기

▶ 당해연도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우측 기준인 자

※ 국어는 B형만 해당 

※ 수석 장학금과 동시 수혜자는 금액이 높은 하나의 

기준만 적용

3등급 ▶ 수혜기간 중 성적 3.5 이상 등록금의 전액 8학기

4등급 ▶ 수혜기간 중 성적 3.5 이상 등록금의 90% 6학기

5등급 ▶ 수혜기간 중 성적 3.5 이상 등록금의 80% 4학기

6등급 ▶ 수혜기간 중 성적 3.5 이상 등록금의 70% 2학기

2. 교내장학금

1) 법인장학금 : 각 학과(부)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

2) 성적우수장학금 : 각 학과(부)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3)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 신입생 중 각 학과(부)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4) 근로장학금 : 특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

5) 면학장학금 :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6)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

7)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

8) 교직원자녀장학금 : 우리대학교 교직원 직계자녀에게 지급

9) 형제장학금 : 형제·자매가 동시에 정규학기(8학기)에 재학 중인자에게 지급

10)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각 학과(부) 등의 학생간부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11) 외국인교환학생장학금 :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자매결연 대학의 학생에게 지급

12)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유학생에게 지급

13) 학군단장학금 : 우수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군단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

14) 공로장학금 : 학교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15) 특별장학금 : 총장이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16) 사회봉사장학금 :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고,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장학제도

https://www.skuniv.ac.kr/encouragement?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4_%EC%9E%A5%ED%95%99%EC%A0%9C%EB%8F%84&utm_term=%EC%9E%A5%ED%95%99%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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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시장학금 : 국가시험의 2차합격자 학생에게 지급

18) 홍보장학금 : 각종 학교홍보에 공헌한 학생에게 지급

19) 창업장학금 : 창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20) 서경희망플러스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학생에게 지급

21) 서경엘리트장학금 : 성적 및 외국어(토익)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22) 국제화장학금 : 교내·외 공인(토익)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급

23) 대외수상장학금 : 국가기관 주관 및 각종(경시)대회, 공모전등에서 입상(본상 이상)한 학생 또는 단체에게 지급

24) 서경해피하우스장학금 : 소년·소녀가장 또는 다문화 가정인 학생에게 지급

25) 학과추천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

26) 기타장학금 : 교내 규정된 장학금 외에 장학위원회(장학사정관)에서 장학금 지급이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3. 교외장학금

1)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농어업인자녀장학금)

2)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3) 삼송장학회 장학금

4) 영풍문화재단 장학금

5) 하이서울 장학금

6) 함흥장학재단 장학금

7) 성옥 장학금

8) 정수 장학금

9) 의용소방대 장학금 

10) 통일번영연구원 장학금

11) KPX 장학금

12) 서울관훈로타리클럽 장학금

13) 동문장학금(국어국문, 철학, 법학, 경영, 미용예술, 컴퓨터공학)

14) 메가스터디 팀플 장학금

15) 국가장학금 1유형

16) 사랑드림 장학금

4.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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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기관)명 국가 대학(기관)명

미국 머레이주립대학교 Murray State University 영국 브래드포드칼리지 Bradford College

휴스턴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Houston 치체스터대학교 University of Chichester

텍사스주립대학교(팬아메리칸) University of Texas-Pan American 치체스터칼리지 Chichester College

사우스다코타대학교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 Technology 대만 중국문화대학 Chinese Culture University

유타대학교 Utah State University 명도대학 MingDao University

서던뉴햄프셔대학교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현장대학 Hsuan Chuang University

웨스턴켄터키대학교 Western Kentucky University 도강대학 Toko University 

아델파이대학교 Adelphi University 베트남 듀이턴대학교 Duy tan University

샌디에고대학교 University of San Diego 호치민기술대학교 Ho Chi Minh University of Technology

텍사스주립대학교(엘파소)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사이공기술대학교 Saigon Technology University

캘리포니아주립대학노스리지캠퍼스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하노이산업대학교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러시아 태평양대학교 Pacific National University 베트남상업대학교 Vietnam University of Commerce

콤스몰스크공과대학교 Komsomolsk-Na-Amure State Technical University 캐나다 BCIT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노보시비르스크대학교 Novosibirsk State University 세네카칼리지 Seneca College

노보시비르스크공과대학교 Novosibi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프랑스 사부아대학교 University of Savoie

아무르국립인문사범대학교 Amur State University of Humanities and Pedagogy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푸시킨대학교 Pushkin State Russian Language Institute 페루 산이그나시오로욜라대학교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일본 오이타국립대학교 Oita University 인도네시아 디포네그로대학교 Universitas Diponegoro

뱃부대학교 Beppu University 필리핀 필리핀라시움대학교 Lyceum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

히로시마시립대학교 Hiroshima City University 세인트도미닉대학, 아시아 ST. Dominic College of Asia

다이토분카대학교 Daito Bunka University 말레이시아 림콕윙대학교 Limkokwing University of Creative Technology

간사이국제대학교 Kans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몽골 이흐자삭 국제대학교 Ikh Zasag International University

중국 연변대학(延邊大學) 시티대학 Citi Institute

길림성사회과학원(吉林省社會科學院) 에투겡대학 Etugen Institute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 라오스 비에티엔대학 Bouthviset College

동북재경대학(东 北 财 经 大 学 ) 캄보디아 캄보디아 파나사스트라대학교 Pannasastra University of Cambodia

북경인문대학(北京人文大學)

국제교류와 자매결연대학 현황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 Sisterhood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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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남녀 기숙사 별도 운영                      ·편안한 최신식 설비                      ·인터넷 시설 완비                           

·냉·난방 시스템 완비                       ·24시간 안전출입통제 시스템운영

생활관 2동(여자)

생활관 1동(남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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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Welfare Facilities

대공연장, 소극장, 전시실, 시청각 세미나실, 의무실, 은행, 우체국, 문구, 서점, 스포츠컴플렉스(스포렉스) 등 편의시설과 

카페,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찜질방 등 휴게시설 및 최신시설의 헤어샵, 피부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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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관

문예관

대일관

청운관

상승관

유담관

은주2관

수인관

은주1관

한림관

본관

대일외국어고교

혜인관

NORTH

CAMPUS
MAP

유담관

본관

북악관

문예관

대일관

상승관

청운관

혜인관

은주2관

은주1관한림관

수인관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C%9C%A0%EB%8B%B4%EA%B4%80#m-yudam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B%B3%B8%EA%B4%80#m-admin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B%B6%81%EC%95%85%EA%B4%80#m-bukak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B%AC%B8%EC%98%88%EA%B4%80#m-munye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B%8C%80%EC%9D%BC%EA%B4%80#m-daeil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C%83%81%EC%8A%B9%EA%B4%80#m-daeil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C%B2%AD%EC%9A%B4%EA%B4%80#m-chungwoon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D%98%9C%EC%9D%B8%EA%B4%80#m-hyein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C%9D%80%EC%A3%BC2%EA%B4%80#m-eunju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C%9D%80%EC%A3%BC1%EA%B4%80#m-eunju
https://www.skuniv.ac.kr/campus_map?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49_campus%20map&utm_term=%ED%95%9C%EB%A6%BC%EA%B4%80#m-han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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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

입학전형 안내

학교약도

일반버스편

Bus
110B, 143, 153, 171, 1113, 1114, 1213, 1164, 2115, 7211

[ 숭덕초등학교 하차 후 1164, 2115번 이용, 서경대학교 본관 앞 하차 ]

지하철편

Subway
4호선 길음역에서 하차(3번 출구)

[ 서경대행 노선버스 1164번 이용(정릉길 경유), 서경대학교 본관 앞 하차 ]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2번 출구)

[ 서경대행 노선버스 2115번 이용(아리랑고개 경유), 서경대학교 본관 앞 하차 ]

주 소

Address
027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T 02 940 7019   F 02 940 7021

홈페이지

Homepage
『http://www.skuniv.ac.kr』→『입학안내』→ 『입학도우미』 → 『상담게시판』

개운중학교

우촌초등학교

숭곡중학교

서울 정릉 초등학교

경국사

정릉4동 주민센터

월곡1동 주민센터

서울종암경찰서

동구마케팅
고등학교

봉국사

미아사거리역

https://www.skuniv.ac.kr/contact?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50_%EA%B5%90%ED%86%B5%EC%95%88%EB%82%B4&utm_term=%EA%B5%90%ED%86%B5%EC%95%88%EB%82%B4
https://go.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p50_%EC%9E%85%ED%95%99%EC%A0%84%ED%98%95%20%EC%95%88%EB%82%B4&utm_term=%EC%83%81%EB%8B%B4%EA%B2%8C%EC%8B%9C%ED%8C%90#mid=admission_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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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16학년도 정시모집 다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지 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재

학

사

실

학  교  명 소     재     지 재    학    기    간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모집요강 상의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학

사

실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전학사실이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되어

귀 대학교의 입학을 추천합니다.

2015 년   12   월       일

                                    고등학교장 직  인

  

서경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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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정시모집 다군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고교 기준학과 명칭 일치여부 확인)

지

원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지원학과(부)

 ※ 본교 모집요강에 기재된 특성화고교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명칭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고

교

확

인

고 교 명                         고등학교  고교계열

기준학과 출신학과

재학기간

       년              월 (입학 · 전학) ~                  년              월  ( 졸업 · 졸업예정)

전학

사실

기재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학사실기재 란은 전학사실이 있는 지원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자  (인) 연락처

 ※ 특성화고교의 출신학과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칭과 본교에서 지정한 특성화고교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명칭이 일치할 

경우 만 동일계열로 인정이 되오니 반드시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은 귀 대학의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학과(부)가 귀 대학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른 동일계열임을 확인합니다. 

2015 년   12  월       일

                   고등학교장 직  인

   

서경대학교 총장 귀하

※ 서경대학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 특성화고교의 전 교육과정(6학기)을 이수한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을 응시한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육청에 등록된 특성화고교의 출신학과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명칭과 

본교에서 지정한 특성화고교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명칭이 일치하는 자

※‘보통과(7차일반 등)’ 출신자,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등의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舊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는 지원가능

나. 특성화고교 기준학과별 본교 지원 가능학과(부)는 본교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가능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2개 이상의 특성화고교에 재학한 경우 특성화 계열 구분은 최종학교 특성화 계열 구분을 적용합니다  

【서식 2】





https://www.skuniv.ac.kr/?utm_campaign=2016_UGRD_REGULAR_BROCHURE&utm_source=pdf&utm_medium=Brochure&utm_content=back_cover_%EC%84%9C%EA%B2%BD%EB%8C%80%ED%95%99%EA%B5%90%20%EC%A0%95%EB%B3%B4&utm_term=www.skuniv.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