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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교과 위주

일반학생① 전형 (적성고사)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군사학과 특별전형

미용특기자 특별전형 (자격증소지자)

미용특기자 특별전형 (미용고졸업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적성고사_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정원외)

특기 위주

어학특기자 특별전형 (영어/일어/중어/노어/불어)

실기 위주

일반학생② 전형





CREOS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실용교육
중심대학

건학이념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을 연구하고 교수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류 공영의 이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교육목표

첫째, 창조적 탐구인을 기른다.

둘째, 세계적인 교양인을 기른다.

셋째, 실천하는 전문인을 기른다.

교육목적

건학이념에 따라 민족과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유용한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 하고, 

건전한 인격을 함양·도야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여

지혜(智慧)·인의(仁義)·용기(勇氣)를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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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 2018

구조

조정

결과

명칭

변경
이공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정원

조정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 34명 연기전공 40명

전공

신설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출전공 6명

※ 정시 다군 모집

예술대학 실용음악학과 싱어송라이터전공 3명

신규

모집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 00명

-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 00명

※ 정시 다군 모집

수시

수능

최저

적용

여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지원자격 : 반영교과 이수단위 조건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과목(한국사 대체가능) 중 

2개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 

지원자격 : 반영교과 50단위 이상 이수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군사

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국어, 영어영역 각각 5등급 이내

실기

고사

일반

학생

전형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실기전형 실시 

실기과목 - 커트

※ 특기자(미용) 자격증소지자전형 선발 않음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실기전형 없음

※ 특기자(미용) 자격증소지자전형만 실기선발

디자인

학부

고사주제 아래 중 택1

① 발상과표현     ② 기초디자인

고사주제 아래 중 택1

① 발상과표현     ② 기초디자인

③ 사고의전환

SeoKyeong University 2019 02 03



2019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

지원자격 

전형구분
모집

인원

지원자격

졸업연도

기준초과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

출신자

수능

미응시자
기타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① 235 ◯ ◯ ◯ ◯

교과성적우수자 226 × × × ×

사회기여자 22 × × × ◯ 보훈대상 및 부모 근무경력

군사학과 35 × × × ◯ 연령 및 신체 조건

자격증소지자 6 ◯ × × ◯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미용고출신자 5 ◯ × × ◯ 미용고 또는 미용전공 출신자

농어촌학생 (정원외) 50 ◯ × × ◯ 농어촌 지역 거주 및 재학

특성화고졸 재직자 (정원외) 69 ◯ × × ◯ 학력사항 및 재직기간

실기

어학특기자 8 ◯ ◯ ◯ × 어학성적

일반학생 ② 168 ◯ ◯ ◯ ◯

계 824

전형요소

전형구분

전형요소 (%)

학생부 실기고사 기타
수능

최저학력기준
기타

학생부

(교과)

사회기여자

자격증소지자

미용고출신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00 - - ×

일반학생 ①, 농어촌학생 60 - 40 × 적성고사

군사학과 80 - 20 × 면접고사, 체력고사

교과성적우수자 100 - - ◯

실기

(특기)

어학특기자 - - 100 ◯ 특기(어학성적)

일반학생 ② 20 80 - ×

※ 실기전형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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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
과
대
학

모집단위

코
드

입
학
정
원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계

학과(부) 전공

실기
위주

학생부(교과)위주 특기위주

군
사
학
과

적성고사 학생부100% 어학특기자

일
반
학
생
②

일
반
학
생
①

농
어
촌
학
생

*

사
회
기
여
자

미용특기자 특
성
화
고
졸
재
직
자

*

교
과
성
적
우
수
자

영
어

일
어

중
어

노
어

불
어

정
원
내

정
원
외
*

자
격
증
소
지
자

미
용
고
졸
업
자

인
문
과
학
대
학

국제비즈니스어학부
★★ 영어

★
/ 일어

★
/

중어
★
/ 노어

★
/ 불어 

11 80 19 5 2 19 2 2 2 1 1 48 5

아동학과
★

12 60 17 3 2 17 36 3

문화콘텐츠학과 13 40 12 2 1 15 11 24 17

사
회
과
학
대
학

공공인적자원학과 21 40 12 2 1 11 24 2

경영학부 경영 / 글로벌경영 22 90 26 6 2 30 26 54 36

군사학과

남자 23

50

32

35

여자 24 3

이
공
대
학

소프트웨어학과 31 80 23 5 2 23 48 5

금융정보공학과 32 40 12 2 1 11 24 2

화학생명공학과 33 40 12 2 1 11 24 2

전자공학과 34 80 23 5 2 23 48 5

컴퓨터공학과 35 80 23 5 2 23 48 5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36 40 12 2 1 11 24 2

도시공학과 37 40 12 2 1 11 24 2

토목건축공학과 38 40 12 2 1 11 24 2

나노융합공학과 39 40 12 2 1 11 24 2

미
용
예
술
대
학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 41 50 20 3 3 1 3 14 3 30 17

뷰티테라피&

메이크업학과
★ 42 30 5 2 1 6 2 10 4 18 12

※ 각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숙지 후 지원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선발함 (*표시)

※ 수시모집인원의 미달 또는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또는 전공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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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학부의 과정과는 다른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함 (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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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
대
학

모집단위

코
드

입
학
정
원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계

학과(부) 전공

실기
위주

학생부(교과)위주 특기위주

군
사
학
과

적성고사 학생부100% 어학특기자

일
반
학
생
②

일
반
학
생
①

농
어
촌
학
생

*

사
회
기
여
자

미용특기자 특
성
화
고
졸
재
직
자

*

교
과
성
적
우
수
자

영
어

일
어

중
어

노
어

불
어

정
원
내

정
원
외
*

자
격
증
소
지
자

미
용
고
졸
업
자

예
술
대
학

영화영상학과
★

51 30 10 10

공연예술학부

연기
★

52 34 15 15

연출 53 6 0

모델연기 54 30 18 18

무대기술 55 20 10 10

무대패션 56 20 7 7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
57 30 10 10

생활문화디자인
★

58 30 10 10

무용예술학과 한국무용 59 20 6 6

음악학부

피아노 60 17 4 4

관
현
악

관
악

플룻 61

40

1

18

오보에 62 1

클라리넷 63 1

바순 64 1

색소폰 65 1

혼 66 1

트럼펫 67 1

트럼본 68 1

베이스트럼본 70 1

타악기 71 1

현
악

바이올린 72 2

비올라 73 2

첼로 74 1

더블베이스 75 2

클래식기타 76 1

실용음악학과

기
악

관악(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81

42

4

24

베이스 82 3

드럼 83 3

기타 84 4

피아노 85 4

연주작곡 86 1

보컬 87 3

싱어송라이터 88 2

뮤지컬학과 89 30 16 16

계 1,269 168 35 235 50 22 6 5 69 226 2 2 2 1 1 70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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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입학원서 접수

9.10(월)~9.14(금)

※ 24시간 접수가능

   단, 접수 마감일 9.14(금) 17:00까지임

모든 전형은 인터넷접수만 가능함

1. 공통원서접수페이지 또는 본교 홈페이지로 접속가능 

2.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제출

서류

접수

모든전형
9.18(화) 16:00까지 

※ 등기우편은 17일 소인유효

인터넷 접수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1.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실기

예약

모집

단위

실용음악학과

뮤지컬학과

한국무용전공

피아노전공(음악)

군사학과

9.16(일)  

11:00 ~ 15: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www.skuniv.ac.kr)

※ 일부만 가능

(아래의 고사일자 예약가부 참조)

1.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본인이 직접 예약

2. 예약 종료 후 일시 변경은 절대 불가

3. 기간내 예약을 못했어도 고사응시 가능

단, 고사 시간은 본교에서 임의 배정

4. 모집요강의 고사예정 일자는 최종 지원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당일에 고사 가능 일시를 확인하여야 함  

5. 아래의 경우는 고사일시 예약이 불가함

   ① 고사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디자인, 무대패션 등)

   ② 전공의 악기구분이 세분화된 경우 (관현악 등)

   ③ 기간이 1일 이내인 경우 (2단계전형 등)

연기전공

모델연기전공

영화영상학과

헤어·메이크업디자인

학과

9.17(월)  

11:00 ~ 15:00

고사 확정시간 및

유의사항 발표
9.20(목) 16: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www.skuniv.ac.kr)

1. 본교 홈페이지(www.skuniv.ac.kr) 입학안내

2. 고사 유의사항(일시, 장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공지된 개인별 고사일시는 절대 변경 불가함

일반학생②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지정과제 후보군 발표

9.28(금) 16:00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www.skuniv.ac.kr)

1. 실기고사 중 1개인 “지정과제”에 대한 후보군 발표

2. “지정과제”는 후보군 중 추첨으로 고사 당일 제시

고
사
일
자

전형 모집단위
예약
가부

고사예정 일자

1. 예비소집은 시행하지 않음

2. 수험표 및 신분증, 고사 준비물 반드시 지참

3.  각각의 고사별, 전형별, 모집단위별 고사 일시 및 장소,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

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고사일시 예약자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4.  최종지원인원 등에 의해 고사일시(시작일, 종료일 포함)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함 

※ 변경시 주말위주로 고사가 편성됨

5.  단계별전형을 실시하는 실용음악학과, 무대기술전공 지원자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1단계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1단계 통과자 발표 2단계전형 접수

10.16(화) 17:00이후 10.17(수) 16:00까지

※  2단계전형 응시대상자는 진학사 원서접수에서 2단계전형 응

시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함 

※ 미 접수자는 2단계 응시자격이 박탈됨  

<고사시간 예약가부>

※ ○ : 가능 , △ : 조건부 가능,  X : 불가능

※ △는 고사타임이 2타임 이상일 경우만 가능

일반학생①

농어촌학생

적성고사

(전 모집단위)
X 10.3(수)

일반학생②

(실기고사)

한국무용전공 △

9.29(토)~9.30(일)음악학부 피아노전공 △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X

연기전공 ○

10.6(토)~10.14(일) 
실용

음악

학과

1

단계

기악, 연주작곡,

싱어송라이터
△ 

보컬 ○

2단계 X 10.20(토)~10.21(일)

영화영상학과 ○ 10.8(월)~10.14(일)

뮤지컬학과 ○
10.10(수)~10.14(일)

모델연기전공 ○

무대기술
1단계 X 10.14(일)

2단계 X 10.20(토)

시각정보디자인전공 X

10.20(토)~10.21(일)생활문화디자인전공 X

무대패션전공 X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 10.27(토)~10.28(일) 

군사학과 △ 9.29(토)~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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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

수
능
최
저
학
력
기
준

미
적
용

일반학생①, ②

군사학과

사회기여자

미용특기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1.9(금) 17:00

1. 본교 홈페이지(www.skuniv.ac.kr) 입학안내

2.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확인

3.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별도 교부 없음)

적
용

교과성적우수자

어학특기자
12.14(금) 17:00

합격자 등록

(등록예치금 납부)

12.17(월)  ~  12.19(수)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1. 등록방법은 추후 발표

2.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고지서 출력 후 납부

미등록 충원합격 12.20(목) ~ 12.26(수)

세부일정은 추후 발표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12.27(목)

2019 서경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06 07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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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추가합격자 모두 포함)는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수시모집 지원은 6회까지만 가능하며,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이란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다.   지원 및 등록방법을 위반한 자는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포함)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2  수시모집 전형간 복수지원은 가능하나, 동일전형에서 학과(부)의 지원은 1개만 가능함 

※ 단, 전형간 대학별 고사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복수지원이 불가함

※  본교 1개의 전형에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전형에 지원할 경우 수시모집 지원 기회 6회 횟수 중 2회에 해당되므로, 지원 횟수에 유의하여 

지원하기 바람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전형은 원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4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여부를 밝혀야 하며, 동의하지 

않거나 비대상교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함

5  고사 관련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고사 세부일정, 장소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험생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고사일시 및 장소 발표 : 2018.9.20(목) 16:00 본교 홈페이지(www.skuniv.ac.kr) 입학안내

▶  실기고사 대상자는 2018.9.16(일)~9.17(월) 모집단위별 지정일시에 본인이 직접 시간을 예약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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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고사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별도 예비소집은 없음) 

나. 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함

[신분증의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이외의 기타 신분증으로는 고사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신분증 

분실 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관할 주민센터 발급) 지참]

다.  고사 시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계산기, 기타 고사 진행에 방해되는 도구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험의 원활한 

진행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퇴실 조치함

라. 결시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지원자의 미달 또는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7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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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미 접수된 원서(전형료 결제시점) 및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 하여야 하며, 접수된 

원서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원서접수를 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부터는 수정(학과변경 등)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히 접수 바람 

9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시점)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단, 천재지변, 질병, 전형 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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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심사결과 지원자격 미달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제 증명서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수험생의 연락처 입력오류나 변경 또는 연락두절에 따라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연락두절이라 함은 3회까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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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신입학전형 사정원칙과 원서접수 시 공지되는 지원자안내사항 등에 따름

모집요강에서 오탈자 등의 수정사항 발생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예정이니, 원서접수 전 확인바랍니다.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 기재사항

1.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본교 타 전형 및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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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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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7. 본교 및 타 대학에서 5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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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위주_적성고사   일반학생1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2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고교 이수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고사 총점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600 400 1,000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및 적성고사 성적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적성고사 결시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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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적성고사 과목 및 배점

구분 언어영역 수리영역 계 비고

문항수 20 20 40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

·문항별점수 10점

·오답감점제 없음시간(분) 60

※ 적성고사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신분증 분실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지참)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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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대학 적성고사 성적 언어영역 성적 학생부 성적

이공대학 적성고사 성적 수리영역 성적 학생부 성적

※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 이후에도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7  서류제출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자

가.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2014년 2월 졸업자 포함) 중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  

나. 검정고시출신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

※ 입학원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서류제출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대상자 중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또는 비대상교 학생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 2013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비교내신대상자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출할 필요 없음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온라인제공 비동의 또는 비대상자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외국고교 졸업자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확인서’를 해당대학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미가입국 또는 가입국이라도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 대학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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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위주   일반학생2 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5쪽) 참조

2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고교 이수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구분
학교생활

기록부
실기고사

1단계

성적
총점

최저학력

기준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영화영상학과, 

연기전공, 모델연기전공, 무대패션전공, 

디자인학부, 무용예술학과, 음악학부, 

뮤지컬학과

일괄

합산
200 800 - 1,000

없음

무대기술전공

1단계 - 400 - 400

2단계 200 400 400 1,000

실용음악학과

1단계 - 800 - 800

2단계 200 800 - 1,000

1) 단계별전형 선발배수 :  무대기술전공 7배수, 실용음악학과 기악전공 6배수 (단, 관악전공은 2배수), 연주작곡전공 6배수,        

보컬전공 20배수, 싱어송라이터전공 15배수

2) 단계별전형에서 1단계전형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함

나.  일괄합산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단계별전형은 1단계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선발배수 만큼 2단계전형 응시자로 선발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실기고사 성적, 

1단계성적 등을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라.  실기고사 결시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마.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음악학부, 무용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는 실기고사 과락제를 적용하여 실기고사 성적이 모집단위별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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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

모집단위 실기고사 과목 배점 준비물 및 유의사항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① 지정과제 커트 400

①  지정과제 후보군 발표 : 9.28 16시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후보군 중 추첨으로 고사 당일 제시) 

②  ㉠원랭스 ㉡그래쥬에이션 ㉢인크리스 레이어 ㉣유니폼 레이어 스타일을 혼합한 창작 헤어커트 
(㉠~㉣ 콤비네이션 스타일은 추첨으로 고사 당일 제시)

㉮ 준비물

공구명 규격 수량 비고

마네킹
커트용 통가발

18인치 이상
2

·모발이 달려있는 어깨 없는 마네킹(덧가발은 불가) 

· 모발의 손질 및 가공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퇴실조치 

·모질은 인모로서 양질의 것으로 준비

홀더 탁상 고정용 홀더 2 ·스탠드 홀더는 불가

미용

도구

일체

위생복, 커트가위, 틴닝

가위, 커트빗, 핀셋, 

분무기 등

· 기타 세부 유의사항은 지정과제 발표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

㉯ 고사시간 : ①+② 60분 (고사 후 평가시간 별도)

㉰ 평가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간식 등 별도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사 지정과제와 함께 발표

② 콤비네이션 커트 400

영화영상학과 실기구술고사 800

㉮ 주어진 시나리오의 등장인물, 이야기, 시각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자료는 고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A4 1장 분량)

㉯ 영화·영상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원자의 전공소양 등의 관련된 질의응답

㉰ 제한시간 : 5분 내외 (고사 전 5분 내외의 준비시간 별도)

공
연
예
술
학
부

연기전공 자유연기 800

㉮  2분 내외의 대사, 특기 등 : 필요시 의상, 소품 사용가능, MR은 CD로 고사 당일 준비
(Audio CD, 16배속 이하로 제작)

㉯ 실기 후 질의응답시간이 있을 수 있음

모델연기
전공

워킹 
(워킹, 포즈, 턴, 포토포즈)

500

(공통) 장신구 착용금지, 의상은 모두 검정색, 색조화장 불가

구분 남자 여자

의상
상의 민소매T (스판덱스소재) 민소매 미니원피스(스판덱스소재)

※ 살구색 스타킹, 검정속바지 착용 가능하의 스키니진(스판덱스소재), 반바지 또는 긴바지

신발 구두, 로퍼 중 택 1 앞굽없는 7cm, 기본 검정하이힐

헤어  이마 노출 뒤로 묶을것 (포니 테일)

대사 자유연기 300

㉮ 2분 내외의 대사연기만 가능 (춤, 특기 등 불가)

㉯ 필요시 의상, 소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실기 후 질의응답시간이 있을 수 있음

무대기술
전공

1
단계

① 희곡분석 200 ① 고사일 추첨된 희곡을 읽고 주제 및 본인 생각을 줄노트에 작성

② 희곡에 해당하는 무대 이미지와 빛을 A4 일반 복사용지에 스케치

㉮ 고사시간 : 2시간(①+②)   ㉯ 준비물 : 필기도구, 4B연필, 지우개 등 (용지 제공)②  이미지 스케치 200

2
단계

③  실기구술고사 400 ③ 지원동기, 향후학습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

무대패션
전공

  발상과 표현 800
㉮ 켄트지 4절 (고사시 배부)

㉯  주제에 따라 실물 또는 사진(복사물)+주제어 또는 문장 등이 주어질 수 있음 
(추첨으로 고사당일 제시) 

㉰ 고사시간 : 4시간  

㉱ 준비물 : 채색도구, 개인물통 등 고사에 필요한 용품

㉲ 채색도구 : 평면 채색도구 일체 (제한 없음)

디
자
인
학
부

시각정보
디자인전공

①, ② 중 택1

① 발상과 표현
② 기초 디자인

800
생활문화

디자인전공

무
용
예
술
학
과
*

한국무용
전공

자유작품
(2분 내외) 

800

㉮ 실기의상 ※ 흰색 버선 또는 흰색 코슈즈는 남녀 공통

남) 상의 : 흰색 레오타드, 하의 : 검은색 면바지

여) 상의 : 검은색 레오타드, 하의 : 핑크색 타이즈 (풀치마 제공)

㉯ 반주곡은 CD로 준비, 고사일 제출 (Audio CD, 16배속 이하)

㉰ 화장 및 장식은 일체 금함

㉱ 머리는 장식 없이 단정하게 빗어 위로 올린다  

㉲ 소품사용 금지 (단, 살풀이, 승무, 태평무 소품 가능. 승무 고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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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실기고사 과목 배점 준비물 및 유의사항

음
악
학
부
*

피아노
 ① 자유곡ⓐ 1곡 400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

㉯ ①, ②를 연속하여 연주 ② 자유곡ⓑ 1곡 400

관현악  자유곡 1곡 800 ㉮ 반주자는 지원자가 대동     ㉯ 악기지참, 암보연주

타악기

 ① Marimba

 ② Timpani

 ③ Snare Drum

800

㉮ 반주자는 지원자가 대동     ㉯ ① + ② + ③ 모두 연주

㉰ 응시악보 각 5부를 고사당일 제출 (고사장 복사 불가. 사전 준비)

㉱ 악기는 지참하지 않음

실
용
음
악
학
과
*

1)
기악

1단계 자유곡ⓐ 1곡 800
[공통]

㉮ 반주곡은 USB에 확장자가 .mp3 인 입시곡만 저장하여 고사 당일 제출 

USB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새 제품만 사용 (USB는 반환함)

㉯ 2단계의 곡은 1단계의 곡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곡이어야 함

㉰ 기타 이펙트는 고사장내 드라이브만 사용가능, 베이스 이펙트 사용불가

㉱ 실기 후 추가곡, 초견, 질의응답 등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음 

㉲ 심사위원용 악보 5부 제출 (반환하지 않음) : 사전준비. 교내 인쇄불가

⇨ A4사이즈 (인적사항, 학원명, 어떠한 특수기호 등 기재불가)

1) 기악

㉮ 암보로 3분 내외 반주자 동반시 1명으로 제한     

㉯ 피아노, 드럼, 앰프를 제외한 악기 본인지참

㉰ 고사장 내 드럼세트만 사용가능   ㉱ 기타, 베이스전공은 전공악기 개인스트랩 필수지참

2) 연주작곡

㉮ 암보 3분 내외 본인 직접연주만 가능 (MR음원 불가, 반주자는 보컬만 가능) 

㉯ 피아노 또는 기타 중 선택 (기타는 본인 지참) 

3) 보컬

㉮ 암보로 2분 내외 반주자 동반시 1명으로 제한

㉯ 반주는 피아노 또는 어쿠스틱기타로 제한 (본인 반주 가능)

4) 싱어송라이터

㉮ 암보로 2분 내외 자가반주만 가능   ㉯ 자가반주는 피아노 또는 어쿠스틱기타로 제한

2단계 자유곡ⓑ 1곡 800

2)
연주
작곡

1단계 자유곡ⓐ 1곡 800

2단계
① 자유곡ⓑ 1곡 

800
② 자작곡 1곡

3)
보컬

1단계 자유곡 1곡 800

2단계 한글 가사곡 1곡 800

4)
싱어송
라이터

1단계 자유곡 1곡 800

2단계
① 한글 가사곡 1곡

800
② 자작곡 1곡

뮤지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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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②는 최대 온음<장2도> 위, 아래 전조 가능

㉰ ①, ②, ④의 반주곡은 각자 CD에 준비하여 고사 당일 제출(Audio CD, 16배속 이하로 제작)

㉱ ③은 한여름밤의 꿈(세익스피어), 갈매기(안톤체홉) 중 당일 배부

 ② 자유곡 (빠른곡) 1곡  300

 ③ 모노로그 (지정대사) 100

 ④ 자유안무 100

※ 모집단위의 *표시는 실기고사 과락제가 적용되는 모집단위 임

※ 실기고사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신분증 분실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지참)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6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① 실기고사 성적 ② 학생부 성적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 이후에도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단계별전형에서 1단계전형의 총점 동점자는 모두 2단계전형 응시자로 선발함)

7  서류제출

일반학생① 전형(적성고사)의 서류제출과 동일함.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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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위주_교과100%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2  지원자격

당해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인 자로서 국내고등학교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본교 입학 전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불가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1,000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개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

※ 탐구는 1과목만 반영 (한국사 대체가능) 

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중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바.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④ ⑤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대학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영어교과 성적 국어교과 성적 영어교과 이수단위 국어교과 이수단위

이공대학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수학교과 성적 영어교과 성적 수학교과 이수단위 영어교과 이수단위

※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 이후에도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6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서류제출 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또는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학생

3)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가)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나)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나.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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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2019 서경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14 15 



 학생부 위주_교과100%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2  지원자격

국내고등학교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본교 입학전형기준에 부합 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중 아래 자격기준의 하나를 

충족 하는 자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5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바.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으로 15년이상(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불가함

※ 고등학교 이수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1,000 없음

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중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바.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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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④ ⑤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대학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영어교과

성적

국어교과

성적

영어교과

이수단위

국어교과 

이수단위

이공대학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수학교과

성적

영어교과

성적

수학교과 

이수단위

영어교과 

이수단위

※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 이후에도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6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자격 “가, 나, 다, 라, 마”항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 발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4) 지원자격 “바”항에 해당하는 자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1부 :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재직기간 명시)

5)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학생만 해당됨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음 

나.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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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2019 서경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요강 16 17 



 학생부 위주_교과100%   미용특기자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2  지원자격

다음 기준 중 본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형에 지원 

※ 2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1개의 분야만 지원이 가능함

가.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 미용사자격증(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이용사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민간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2)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전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불가함

나. 미용고교 졸업자 

1)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전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2)  국내 미용관련 고등학교 또는 관련 학과(전공) 졸업(예정)자로서, 미용관련 고교 또는 관련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지원가능하며, 인문계고교 및 타 학과에서 전학 및 전과를 한 자는 지원불가 

※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졸업예정자는 5학기, 졸업자는 6학기의 성적을 모두 미용고에서 이수한 자

※ 전학, 전과를 한 경우라도 전 학기 성적을 모두 미용고에서 이수한 경우 전 과정 이수자로 인정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1,000 없음

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중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마.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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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④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취득 수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영어교과

성적

국어교과

성적

미용고졸업자
미용교과 

이수단위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미용교과

성적

영어교과

성적

6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1)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형 지원자 전원

2)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또는 비대상교 학생,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나.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②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 또는 비대상교학생 및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③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전형 지원자만 해당 ※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도 반드시 제출

다.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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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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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위주   군사학과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2  지원자격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전형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로서, 군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않는 16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1997.01.01생부터~2002.12.31생까지)

※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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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하지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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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배점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고사 체력고사 총점 최저학력기준 비고

800 100 100 1,000 없음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실시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성적, 체력고사 성적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다.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은 합격/불합격 여부로만 활용하며, 1개 종목 이상에서 기준미달 사유가 발생하면 불합격 처리함 

라. 면접고사, 체력고사, 신체검사, 인성검사 중 1개 종목이라도 결시, 부정행위 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마.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중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사.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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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력고사 / 면접고사 / 신체검사 / 인성검사 / 신원조회

가. 체력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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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기준 /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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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목별, 성별 등급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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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

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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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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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접고사

5인의 면접관이 평가하되 각 소양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반영함

구분 전공소양 기본소양 공통소양

요소
발표력/표현력/국가관/

리더쉽/희생정신

태도/예절/품성/

성장환경/지원동기

 외모/신체균형/인성/

잠재역량/종합판정

배점 4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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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검사

1)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며, 일반체위 신체조건 기준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일반체위 신체조건 기준표

구분 남자 여자

신장 161cm 이상 ~ 195cm 이하 155cm 이상 ~ 184cm 이하

체중 46kg 이상 ~ 119kg 미만 40kg 이상 ~ 88kg 미만

체위 육군신체검사규정에 의한 2급 이상 -

시력

·최대교정시력 : 좌,우안 0.7이상

·근시 : -8.75D 이하

·원시 : +3.75D 이하

·난시 :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4.0D이하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이하 

남자와 동일

3) 기준표의 세부기준은 육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인성검사 

1)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를 실시하여 최종심의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 자료로 활용

2)  인성검사는 솔직하게 임하여야 하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괄하면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마. 신원조회 : 최종 합격 후 별도로 실시

6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④

학생부 성적 체력고사 성적 1.5KM달리기 성적 윗몸일으키기 성적

※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 이후에도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7  서류제출

가.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음

나. 서류제출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또는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학생

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1)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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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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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위주   어학특기자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

나. 특기분야별 지원자격 :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모집단위 특기분야 지원자격 ※ 국내 시험 응시자만 지원가능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영어
① TOEIC 800점 이상 취득한 자    ② TOEFL iBT 87점 이상 취득한 자 

※ 2017.01.0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일어
① 일본어 능력시험(JLPT) N2 이상 취득한 자

② JPT 700점 이상 취득한 자  ※ 2017.01.0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중어
한어수평고시(新 HSK) 5급 180점 이상 취득한 자 

※ 2017.01.0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노어 TORFL 기초단계 이상 취득한 자  ※ 2017.01.0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불어 DELF A1 (Junior DELF 포함) 이상 취득한 자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특기분야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최저학력기준

어학성적

영어/일어/중어/노어/불어 1,000 있음

나. 최저학력기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국어영역, 영어영역 2개 영역의 합이 10등급 이내

다.  특기분야 각각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최저학력기준 통과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총점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절사)

라. 어학특기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가능한 최상위 성적 1개만을 인정함

※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성적이 공지되는 시험은 불인정

마. 최저학력기준 미달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함

바.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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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학성적 산출방법

가. 영어특기자 : 아래 ‘산출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반영함

배점 TOEFL iBT TOEIC 배점 TOEFL iBT TOEIC 배점 TOEFL iBT TOEIC

1,000 113 이상 990 925 925 860 860

985 112 985 920 920 855 96 855

980 111 980 915 104 915 850 95 850

975 110 975 910 103 910 845 94 845

970 970 905 102 905 840 93 840

965 965 900 101 900 835 835

960 109 960 895 895 830 92 830

955 955 890 890 825 91 825

950 108 950 885 100 885 820 90 820

945 107 945 880 880 815 89 815

940 940 875 99 875 810 810

935 106 935 870 98 870 805 88 805

930 105 930 865 97 865 800 87 800

나. 일어특기자 : 아래 ‘산출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반영함

배점

JLPT

JPT 배점

JLPT

JPT 배점

JLPT

JPT
급수 점수 급수 점수 급수 점수

1,000

N1

175 이상 955 이상 895

N1

156 860 이상 795

N2

180 760 이상

985 174 950 이상 890 155 855 이상 790 178 이상 757 이상

980 173 945 이상 885 154 850 이상 785 176 이상 754 이상

975 172 940 이상 880 153 845 이상 780 174 이상 751 이상

970 171 935 이상 875 152 840 이상 775 172 이상 748 이상

965 170 930 이상 870 151 835 이상 770 170 이상 745 이상

960 169 925 이상 865 150 830 이상 765 168 이상 742 이상

955 168 920 이상 860 148 이상 825 이상 760 166 이상 739 이상

950 167 915 이상 855 146 이상 820 이상 755 164 이상 736 이상

945 166 910 이상 850 144 이상 815 이상 750 162 이상 733 이상

940 165 905 이상 845 142 이상 810 이상 745 160 이상 730 이상

935 164 900 이상 840 140 이상 805 이상 740 158 이상 727 이상

930 163 895 이상 835 138 이상 800 이상 735 156 이상 724 이상

925 162 890 이상 830 136 이상 795 이상 730 154 이상 721 이상

920 161 885 이상 825 134 이상 790 이상 725 152 이상 718 이상

915 160 880 이상 820 132 이상 785 이상 720 150 이상 715 이상

910 159 875 이상 815 130 이상 780 이상 715 148 이상 712 이상

905 158 870 이상 810 128 이상 775 이상 710 146 이상 708 이상

900 157 865 이상 805 126 이상 770 이상 705 144 이상 703 이상

800 125 이하 765 이상 700 143 이하 7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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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어특기자 : 아래 ‘산출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반영함

구분

배점

한어수평고시(HSK)

급수 산출방법

700 6급 배점 + 취득점수

550 5급 배점 + 취득점수

라. 노어특기자 : 아래 ‘산출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반영함

구분

배점

TORFL

급수 산출방법

900 2단계 이상 (Second Level) 배점 + 취득점수

800 1단계 (First Level) 배점 + 취득점수

700 기본단계 (Basic Level) 배점 + 취득점수

600 기초단계 (Elementary Level) 배점 + 취득점수

마. 불어특기자 : 아래 ‘산출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반영함

구분

배점

DELF (Junior DELF 포함)

급수 산출방법

900 B2 이상 배점 + 취득점수

800 B1 배점 + 취득점수

700 A2 배점 + 취득점수

600 A1 배점 + 취득점수

5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함

6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어학성적표 1부

3)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제외)

4) 외국고교출신자는 졸업증명서 1부

나.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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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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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위주_적성고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 본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선발함 

2  지원자격

본 대학교 일반학생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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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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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일 부터 졸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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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형방법 

일반학생① 전형(적성고사)의 전형방법과 동일함. 10쪽 참조

4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학생① 전형(적성고사)의 처리기준과 동일함. 11쪽 참조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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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

가.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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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

나. 자격별 추가서류

1)  부·모·지원자 모두 중·고등학교 6년      

재학기간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

①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특이자는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가) 부모의 이혼
①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지원자의 기본증명서 1부

나) 부모의 사망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말소자 초본 1부

다) 입양 지원자의 입양관계증명서 1부

라) 양자 지원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2)  지원자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경우
초등학교 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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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학생,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됨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음 

라.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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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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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 위주_교과10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4쪽) 참조

※ 본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선발함 

2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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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교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2) 일반고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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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산업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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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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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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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체 재직기간 산정 기준

가) 201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 이어야 함

나)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의 증명된 기간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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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배점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 최저학력기준

전 모집단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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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함

마.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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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30쪽) 참조

5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정함

모집단위
동점자 처리기준

① ② ③ ④ ⑤

전 모집단위
반영교과 총

이수단위

영어교과

성적

국어교과

성적

영어교과

이수단위

국어교과 

이수단위

6  서류제출

 가.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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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상교 학생,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

 나. 자격별 추가서류

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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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지원센터 발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발행)

② 납세증명서 1부 (세무서 발행)

③ 휴업·폐업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행)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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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류제출방법은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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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모든서류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최종합격자는 본교 입학 후 2019년 3월 1일 기준 자격증빙서류를 추가로 입학관리과에 제출

7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유의사항

  가. 입학 후 수업은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됨 

  나. 재학기간 중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 등이 불가능함

  다. 정규 학부 모집단위 교육과정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운영됨

  라. 미용예술대학은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며, 문화콘텐츠학과는 동양철학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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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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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함 (단, 2007년 이전 졸업자 및 미용교과는 성취도와 이수단위를 반영)

나.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은 본교에서 지정함 (교과별 반영과목 표 참조 : NEIS 과목코드 기준)

1)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재량, 교양 등)와 관계없이 NEIS 과목코드가 일치하면 본교 반영교과의 과목으로 인정

2) 비온라인제공 대상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명이 일치한 경우 본교 과목으로 인정

다. 반영과목의 성적이 없는 학기가 있을 경우, 성적이 있는 학기의 과목만으로 성적을 산출함

라. 일반학생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석차등급이 동일한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반영함

마.  반영교과 중 과목의 성적이 전혀 없는 교과가 있는 경우, 일반학생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에 

준하여 처리하나, 그 외의 전형은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함

바.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을 반영함

사. 반영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과 이수단위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공란” 및 “이수”, “ · ”, “P”,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표기된 과목은 성적반영에서 제외 

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자료의 공문 등에 의한 수정요청 사항은 일절 반영하지 않음

4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반영과목 수

가. 반영교과

전형 단과대학 반영교과

•일반학생①, ② 전형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군사학과 특별전형

•미용특기자 (자격증)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미용예술대학

예술대학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이공대학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미용특기자 (미용고) 특별전형 미용예술대학 국어교과, 영어교과, 미용교과

나. 반영과목 수

전형 반영과목 수

•일반학생 ①, ②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반영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씩 총 9과목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반영 교과 내 전 과목•미용특기자 특별전형 •군사학과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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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별 반영과목 표  (* 표시는 신규 과목)    

교과명 과목명 / 코드번호

국어

고전 0243 독서와 문법 A071 문학 Ⅱ 1633

국어 0534 독서와 문법 I 9400 작문 3704

국어Ⅰ 0535 독서와 문법 II 9401 통합국어Ⅰ * C655

국어Ⅱ 0536 문법 1624 화법과 작문 A520

국어생활 0537 문학 1632 화법과 작문 I 9398

독서 1232 문학 I 9402 화법과 작문 II 9399

사회

경제 0210 사회 · 문화 1984 정치 4359

국사 0519 사회문화 A073 한국 근·현대사 5402

도덕 1203 생활과 윤리 9405 한국사 9404

동아시아사 8405 세계사 2315 한국의 사회와 문화 * A535

법과 정치 9403 세계지리 2317 한국지리 5422

사회 1980 윤리와 사상 3226

수학

고급수학Ⅰ * A526 수학 Ⅰ 2428 수학의 활용 8406

기하와 벡터 8409 수학 Ⅰ 심화 * 9518 인문 수학 A646

미적분 Ⅰ A521 수학 Ⅱ 2433 인문통합 수학 C548

미적분 Ⅱ A522 수학연습 I A492 자연 수학 A647

미적분과 통계 심화 9312 수학연습I 9941 자연통합 수학 C549

미적분과 통계기본 8407 수학연습 II 9942 적분과 통계 8408

수학 2423 수학연습II * C487 확률과 통계 5668

과학

고급생명과학  * 8522 물리실험  * 1647 지구과학 Ⅰ 4704

고급화학  * 0234 생명과학 I 8410 지구과학 Ⅱ 4705

과학 0403 생명과학 II 8411 화학 Ⅰ 5640

과학교양  * 9046 생명과학실험 8549 화학 Ⅱ 5641

과학사 및 과학철학 A537 생물 Ⅰ 2105 화학실험 5662

물리 Ⅰ 1645 생물 Ⅱ 2106 환경과학 5677

물리 Ⅱ 1646 정보과학  * 4268

영어

실용영어 Ⅰ A523 심화영어독해 Ⅱ A531 영어 2948

실용영어 Ⅱ A524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8421 영어 Ⅰ 2951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 A525 심화영어 작문 A532 영어 Ⅱ 2952

실용영어회화 7877 심화영어 회화 8419 영어독해와 작문 8420

심화영어 8603 심화영어 회화 Ⅰ A528 영어회화 2978

심화영어독해 Ⅰ A530 심화영어 회화 Ⅱ A529

미용

네일 미용 * D021 미용영어 A728 피부미용 실습 5373

네일 실습 8203 미용응용 실습 1683 피부 실습 5375

네일아트 1030 미용이론 1684 헤어미용 5563

네일아트이론및실습 * 7983 분장 실습 1897 헤어미용(NCS) * D222

디자인 커트 * B849 색채관리 2091 헤어미용 실습 9175

메이크업 1530 업스타일 * B848 헤어세팅 * 5568

메이크업 실습 1532 퍼머 실습 5250 헤어실습 * 5570

모발 및 두피관리학 * 8716 피부과학 5360 헤어실습 Ⅰ * 8827

미용기초 실습 1676 피부관리 5361 헤어컬러링 * B850

미용기초 이론 6761 피부관리 실습 5365

미용 실습 1679 피부미용 5370

※ 표 이외의 과목 인정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름

※ 생활경제(2141), 생활과과학(2142), 네일아트실습(A742), 미용영어(A728), 헤어미용이론(5567)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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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

가. 교과성적 산출방법

1) 2007년 2월 이후 ~ 현재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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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00 98 96 94 92 90 80 60 0

2) 2007년 2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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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취도에 따른 반영점수

성취도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3) 미용특기자 특별전형(미용고교졸업자) 미용교과 점수 산출방법

점수
2015이후 졸업(예정)자

(성취도)

2014~2008 졸업자 

(원점수)

2007이전 졸업자

(성취도)

100 A 90 이상 수

90 B 80 이상 ～ 90 미만 우

80 C 70 이상 ～ 80 미만 미

70 D 60 이상 ～ 70 미만 양

60 E 60 미만 가

나.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

전형 반영배점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산출식

•일반학생② 전형 200점

｛∑(석차등급점수 × 이수단위) ×
(반영배점)

100
}

÷∑이수단위

•일반학생①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600점

•군사학과 특별전형 800점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미용특기자(자격증, 미용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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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 예시

가. 2018년 2월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예시

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이수단위 석차등급 이수단위 석차등급

1

국어
국어Ⅰ 5 1

국어Ⅱ 5 6

영어
실용영어Ⅰ 4 2

실용영어Ⅱ 4 1

수학
수학Ⅰ 4 3

수학Ⅱ 4 3

사회 사회 5 2 5 2

과학 과학 3 3 3 2

2

국어 문학 4 2 4 7

영어 영어Ⅰ 5 1 5 8

수학 미적분Ⅰ 3 2 3 6

사회 한국사 3 3 3 2

과학 생명과학Ⅰ 2 2 2 3

3

국어 독서와문법 4 3 4 4

영어 영어Ⅱ 5 2 5 4

수학 확률과통계 4 2 4 1

사회 세계사 4 2 4 3

과학 지구과학Ⅰ 3 4 3 4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 예시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경영학부를 지원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위 “가”항의 예시와 같은 경우

반영

교과

성적산출

반영과목
1학기

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

2학기

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
∑이수단위 ∑(석차등급점수×이수단위)

영어

실용영어 I, II 98 × 4 = 392 100 × 4 = 400

28 2,552영어 I 100 × 5 = 500 60 × 5 = 300

영어 II 98 × 5 = 490 94 × 5 = 470

국어

국어 I, II 100 × 5 = 500 90 × 5 = 450

26 2,422문학 98 × 4 = 392 80 × 4 = 320

독서와문법 96 × 4 = 384 94 × 4 = 376

사회

사회 98 × 5 = 490 98 × 5 = 490

24 2,338한국사 96 × 3 = 288 98 × 3 = 294

세계사 98 × 4 = 392 96 × 4 = 384

합계 78 7,31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 ( 7,312 ×
1,000

100
) ÷ 78 = 9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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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의 성적 반영방법

가. 대상

1) 일반학생①, ② 전형, 검정고시출신자,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외국고교 출신자,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

나. 성적반영 방법

일반학생 ①, 농어촌학생 일반학생 ②

적성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실기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370 이상 600 776 이상 200

340 이상 594 751 이상 198

320 이상 588 726 이상 196

300 이상 582 701 이상 194

280 이상 576 676 이상 192

260 이상 570 651 이상 190

240 이상 564 626 이상 188

220 이상 558 601 이상 186

200 이상 552 576 이상 184

180 이상 546 551 이상 182

160 이상 540 526 이상 180

140 이상 510 501 이상 175

100 이상 480 451 이상 160

 70 이상 420 401 이상 140

50 이상 360 351 이상 120

30 이상 180 320 이상 60

30 미만 0 320 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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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안내

1  원서접수 기간 

일시 비고

2018. 9.10(월) ~  9.14(금) 17:00 ※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설정된 전형에 지원한 자는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별도 절차 없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

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2  원서접수 사이트 

인터넷 접수 사이트 전화번호 e-mail

진학사 원서접수 (www.jinhak.com) 1544-7715 help@jinhak.com

3  원서접수 방법

순서 내용

1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원서접수 대학 중 “서경대학교” 선택

3 모집요강, 지원자유의사항, 원서접수방법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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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형료 결제(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6 수험표 확인 및 출력(유의사항 포함) - 수험표 재출력 가능함

7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및 봉투표지 출력 후 원서 및 해당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수험표는 출력한 후 신분증과 함께 고사 당일 반드시 지참 (고사 대상자에 한함)

4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에 임하여야 함

나. 접수 시 유의사항 및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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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입력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수험생이 그 책임을 짐

마.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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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입력한 사항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나 결제 후에는 절대 불가함

    1) 착오로 인한 입력오류도 수정 불가하니 반드시 입력사항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함

    2) 원서접수를 완료하여 수험번호가 부여된 이후로는 학과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접수바람

사. 접수여부 확인 등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업체에 문의하여야 함 (154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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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자.  기타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원서접수 업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기 바람에 준하여 처리하나, 그 외의 전형은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함

5  원서접수 후 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가. 인터넷접수 후 입학원서, 수험표, 봉투표지, 지원자 유의사항을 출력함

나. 출력한 입학원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 대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방문제출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며, 가급적 등기발송 요망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2713)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정릉동) 서경대학교 입학관리과

라. 제출기한 :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4시까지 (17일 등기소인 유효)

마.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불합격 처리함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 원본대조필 후 사본을 제출 할 수 있음 

※ 원본대조필은 학교장직인만 인정하며 그 외 (담임교사 등)는 인정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아. 서류 발송 후 도착확인은 원서접수 사이트 ‘나의 원서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함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

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

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5년간의 대상기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 수시전형의 경우, 당해 연도 2회차 합격자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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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구분 전형 구분 전형료 비고

일괄

합산

전형

및

1단계

전형

•일반학생① 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적성 65,000

1. 인터넷접수에 따른 수수료 포함

2. 불합격자에 대한 환불은 없음 (단계별 전형포함)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는 원서접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로 체크한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전형료를 반환함 

※  국가보훈대상자 :  본교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중 가항~마항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접수 수수료는 제외

4.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5.  실용음악학과, 무대기술전공 지원자 중 2단계전형 자격

부여자는 2단계전형 접수기간에 2단계전형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2단계전형의 응시 자격이 

주어짐

•일반학생② 전형 실기 70,000

•군사학과 특별전형

신검

체력

면접

인성

80,000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어학특기자 특별전형

•미용특기자(자격증, 미용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부 30,000

2단계

전형

•실용음악학과

•무대기술전공
실기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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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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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할 수 있음

2)  적성, 실기, 면접고사 등에 결시한 경우 접수 수수료 및 관리전형료를 제외한 고사 전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번호로 

일괄반환 처리 함 (수시의 모든 고사종료 후 11월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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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및 등록 안내

1  합격자발표

가. 일정 및 장소

구분 전형 일시 장소 비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일반학생①,② 전형

•군사학과 특별전형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미용특기자(자격증, 미용고) 특별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2018.11.9 (금) 

17:00
www.skuniv.ac.kr

입학안내
개별통보없음

적용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

•어학특기자 특별전형

2018.12.14 (금) 

17:00

나. 개별통보는 일체하지 않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반드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본 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이외의 자료에 의한 합격여부의 착오 및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라. 합격자 발표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200%를 예비순위자로 발표함

2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안내

가.  합격자는 12.17(월) ~ 12.19(수) 은행마감시간 전 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및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나.  본 대학교 외 타 대학교에도 중복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대학교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이중등록

으로 합격이 취소됨

다. 합격증 및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는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야 함 (별도교부 없음)

라. 등록확인예치금 금액 및 납부 장소는 추후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임

3  잔여등록금 납부 안내 

가.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2019.1.30(수) ~ 2.1(금) 은행마감시간 전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잔여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최종적으로등록이 완료되며, 등록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나. 잔여등록금 금액 및 납부 장소는 추후 발표할 예정임

4  추가합격자 발표

가.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자 비고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8.12.20(목) ~ 12.26(수)
세부사항

추후공지
추가합격자 최종등록 마감 2018.12.27(목)

나. 지원자의 미달 또는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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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1  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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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경CREOS(신입생성적우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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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간 중 성적 3.5 이상 등록금의 전액 8학기

•수시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 전체 수석 등록금의 전액 1학기

•정시 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별(학과, 학부) 수석

※ 예술대학은 수시, 정시 실기성적 수석자에게 지급
등록금의 전액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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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연도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이

각 3등급이내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우측 

기준인 자

     

※ 정시 지원자에 한함

※ 중복수혜 시 혜택금액이 큰 조건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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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학금 : 특정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

4) 면학장학금 :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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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

7) 교직원자녀장학금 : 우리대학교 교직원 직계자녀에게 지급

8) 가족사랑(형제)장학금 : 형제·자매가 동시에 정규학기(8학기)에 재학 중인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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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국인교환학생장학금 :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외국자매결연 대학의 학생에게 지급

11) 외국인학생장학금 :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유학생에게 지급

12) 학군단장학금 : 우수학군사관 후보생으로 학군단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

13) 서경Elite(공로)장학금 : 학교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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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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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서경Elite(국가고시)장학금 : 국가시험의 2차합격자 학생에게 지급

17) 홍보장학금 : 각종 학교홍보에 공헌한 학생에게 지급

18) 서경CREOS(창업지원)장학금 : 창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19) 서경CREOS(서경희망플러스)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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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경Elite(글로벌인재)장학금 : 성적 및 외국어(토익)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21) 자기능력개발(토익성적우수)장학금 : 교내·외 공인(토익)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지급

22) 서경Elite(대회수상)장학금 : 국가기관 주관 및 각종(경시)대회, 공모전등에서 입상(본상 이상)한 학생 또는 단체에게 지급

23) 서경CREOS(서경해피하우스)장학금 : 소년·소녀가장 또는 다문화 가정인 학생에게 지급

24) 학업지원(학과추천)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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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가족사랑(서경가족사랑)장학금 : 본교 출신의 부 또는 모의 자녀에게 지급

27) 서경CREOS(성적향상)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과 대조하여 성적이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

28) 서경CREOS(어학성적향상)장학금 : 직전학기 토익성적과 대조하여 어학성적이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

2  교외장학금

1)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2)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3) 서울희망장학금(서울장학재단)

4) 의용소방대 장학금 

5) 통일번영연구원 장학금

6) 은평구민장학금

7)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금

8)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재단 장학금

9) 동출산업 장학금

10) KPX 장학금

11) 방정환재단 장학금

1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13) 온산공단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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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3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4  기타

1) 장학금은 등록금 내 지급가능함

2)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은 입학금 제외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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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안내

1  복수전공제도

복수전공은 본인의 전공 외에 타 학과(부)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제도로써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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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로써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에 한하여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3  교직과정설치 운영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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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전체 CREOS CAMP(진로·인성)

3) 3학년 전체 DREAM CAMP(취업준비)

5) 면접강화반, 자기소개서 클리닉반 운영

7)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현장실습

2) 2학년 전체 SKON CAMP(진로설계)

4) 대기업 공채대비 집중교육반 운영

6)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

8) 전문상담사와의 1:1 상담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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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경기, 충북지역 대학 간 학점교류제도를 체결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도서관이용 교류 등 대학 간 협력 및 학문교류가 활발히 진행됨

9  국제교류와 자매결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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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는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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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

지하철편
SUBWAY  

호선 환승역 환승선 하차역 출구

1, 2호선 신설동역

우이신설선
서경대역 

(북한산보국문역)

1번출구

(도보10분 내외)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호선 보문역

버스번호 환승정류장 환승버스 하차정류장

110B, 143, 153, 171

1113, 1114, 1213, 7211

숭덕초교

(08120)
1164, 2115

서경대 본관

(08373)

버스편
BUS

호선 하차역 환승정류장 환승버스 하차정류장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길음역

(08336)
1164

서경대 본관

(08373)

지하철+버스편
SUBWAY + BUS

학교약도

개운중학교

삼각산동주민센터

정릉1동주민센터

돈암2동주민센터

우촌초등학교

숭곡중학교

서울정릉초등학교

서울정덕초등학교

서울숭덕
초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경국사

정릉4동주민센터

내부순환로

서울종암경찰서

동구마케팅
고등학교

봉국사

영훈고등학교

길음1동주민센터

월곡1동주민센터

정릉2동주민센터

미아사거리역

길음역

북한산보국문역
(서경대)

우이신설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입학전형안내

연락처 CONTACT Tel 02) 940-7019　　Fax 02) 940-7021

홈페이지 HOMEPAGE http://www.skuniv.ac.kr　→　입학안내　→　대학입학　→　입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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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지원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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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9   월         일

                                      고등학교장 직  인

서경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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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정문

Green ground

서경대학교 서문

본관 Administration Bldg. 대일관 Daeil Bldg. 은주2관 2 Eunjoo Bldg.

유담관 Yudam Bldg. 상승관 Sangseung Bldg. 은주1관 1 Eunjoo Bldg.

북악관 Bukak Bldg. 청운관 Chungwoon Bldg. 한림관 Hanlim Bldg.

문예관 Moonye Bldg. 혜인관 Hyein Bldg. 수인관 Suin Bldg.

서경대학교 캠퍼스맵

SEOKYEONG UNIVERSITY
CAMPUS MAP



서경대학교 정문

Green ground

서경대학교 서문

서경비전 2025
CREOS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실용교육중심대학

Creativity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

Response 상황에 적실하게 응답하는 능력을 

소유한 인재

Experience 산학협력, 해외연수 등을 통해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인재

Obligation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한 인재

Sharing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CREOS!(크레오스) 서경은?

CREOS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CREO”와 나눔

(Sharing)의 첫 문자 S를 조합한 것입니다.

CREOS의 각 문자는 Creativity, Response, Experience, 

Obligation, Sharing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대학교가 양성하

려는 인재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즉 ‘CREOS형 글로벌 리더’란 창의적이고, 상황에 적실한 응

답을 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하며,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한,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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