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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용어정의
  - 반영교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민공통교과 중 본교에서 지정한 교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개 교과
  -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 일괄합산: 학생선발 업무(학생부교과 서류+실기+면접 등)가 모두 끝난 뒤 합격자 발표하는 방법
  - 단계별 전형: 학생선발 업무를 단계별(1단계, 2단계)로 평가 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법
• 수시모집 전형 방법 수: 6개[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서류형, 학생부종합 면접형,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실기위주(예능), 실기위주(체능)]
• 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단, 대학별 고사 일정이 중복되는 전형은 복수지원 불가능)
• 전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 학생부교과: 교과90% + 비교과(봉사시간)10%   
  - 학생부종합 서류형: 서류100%(※ 학생부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학생부종합 면접형(※ 학생부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1단계: 서류100%(학생부비교과)
    · 2단계: 1단계 성적70% + 면접30%
  - 학생부교과(교과+면접): 교과70% + 면접고사30%
  - 실기위주(예능): 실기고사100%
  - 실기위주(체능): 교과30% + 실기고사70%

1. 주요 변경 사항
주요변경 

사항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모집
인원

구 분 인 원(명) 비 율(%) 인 원(명) 비 율(%)
수 시 1,970 85 2,350 94
정 시 343 15 143 6

계 2,313 100 2,493 100
모집단위 신설 • 없음 • 스마트팜학과

모집단위명
변경

•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
• 시각정보디자인학과
• 유리세라믹디자인학과
• 노인복지학과

• 가상현실학과
•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 공간조형디자인학과
• 휴먼케어학과

모집전형 
신설

• 없음

• 사회배려자전형
 - 다문화다자녀 및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직업군인 중 10년이상 근무중(한)인 자의 자녀
• 지역인재전형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고교 졸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성인학습자 만학자전형
 - 만 30세 이상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변경

• 지역인재, 고른기회, 다문화다자녀, 농어촌, 특성화
교과(100%)

• 지역인재, 고른기회, 사회배려자, 농어촌, 특성화,
성인학습자 만학자전형 교과(90%)+봉사(10%)

• 학생부종합
 - 1단계: 서류(100%)
 - 2단계: 1단계서류(40%)+면접(60%)

• 학생부종합(서류형): 서류(100%)
• 학생부종합(면접형)
 - 1단계: 서류(100%)
 - 2단계: 1단계서류(70%)+면접(30%)

• 실기위주(미술, 음악): 교과(20%)+실기(80%)
• 실기위주(체육): 교과(40%)+실기(60%)

• 실기위주(미술, 음악): 실기100%
• 실기위주(체육): 교과(30%)+실기(70%)

체육 실기고사 

과목
• 20m왕복달리기(2회 왕복/80m)(1회 실시)
• 제자리멀리뛰기(2회 실시 중 높은 점수)

※ 아래 실기고사 과목 중 상위 2개 실기과목 반영
• 20m왕복달리기(2회 왕복/80m)(1회 실시)
• 제자리멀리뛰기(2회 실시 중 높은 점수)
• 죄전굴(2회 실시 중 높은 점수)

미술 실기고사 

과목
•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유리세라믹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사고의전환, 발상과표현 중 택1

•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공간조형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중 택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폐지 

수능최저

학력기준

• 모든전형: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상위 3개
영역합이 12등급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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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학정원

단과
대학 모집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60

 지능정보통신공학과 80

 스마트팜학과 30

공과
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83

 전자공학과 80

 건축학과(5년제) 45

 건축공학과 55

 멀티미디어학과 80

 빅데이터경영공학과 70

 드론공간정보공학과 75

창조문화
예술대학 예능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100

 공간조형디자인학과 84

 영상예술디자인학과 90

 실용음악학과 25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60

 글로벌무역학과 60

 경영학과 65

 광고홍보학과 75

 호텔경영학과 61

 관광경영학과 61

 세무학과 51

 부동산학과 38

체능  스포츠비즈니스학과 56

인문사회

 영어과 35

 일어일문학과 35

 중국학과 35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85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35

체능  스포츠건강관리학과 57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48

 물리치료학과 40

 간호학과 57

 임상병리학과 38

 응급구조학과 35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93

 사회복지학과 60

 휴먼케어학과 50

합계 2,187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단위명 및 입학정원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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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학과

정원내

정
원
내
소
계

정원외

정
원
외
소
계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학생부교과 학생부

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교과+면접)

일반
학생

지역
인재

지역인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고른
기회

사회
배려
자

교과
+

면접
서류형 면접형 농어촌

학생

특성
화고

졸업자

성인
학습자
만학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 

대상자

미래융합

대학

가상현실학과 33 3 - 1 2 13 7 - 59 * * *

지능정보통신공학과 42 6 - 2 2 21 8 - 81 * * *

스마트팜학과 17 2 1 1 6 2 - 29 * * 20 *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2 6 - 2 3 21 9 - 83 * * *

전자공학과 40 6 - 2 3 21 9 - 81 * * *

건축학과(5년제) 24 3 - 1 1 10 5 - 44 * * *

건축공학과 28 4 - 1 2 14 6 - 55 * * *

멀티미디어학과 40 5 - 1 2 23 8 - 79 * * *

빅데이터경영공학과 35 6 - 2 2 20 6 - 71 * * *

드론공간정보공학과 41 5 - 1 2 16 9 - 74 * * *

창조문화

예술대학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64 6 - - - - - - 70

공간조형디자인학과 64 6 - - - - - - 70

영상예술디자인학과 59 6 - - - - - - 65

실용음악학과 17 - - - - - - - 17

글로벌

상경대학

유통마케팅학과 33 4 - 1 2 14 6 - 60 * * * *

글로벌무역학과 33 4 - 1 2 14 6 - 60 * * * *

경영학과 34 5 - 1 2 16 8 - 66 * * 20 * *

광고홍보학과 38 5 - 1 2 18 10 - 74 * *

호텔경영학과 33 4 - 1 2 14 7 - 61 * * *

관광경영학과 33 4 - 1 2 13 7 - 60 * * *

세무학과 28 4 - 1 1 11 6 - 51 * * *

부동산학과 19 2 - 1 1 11 4 - 38 * 20 *

스포츠비즈니스학과 38 6 - - - - - - 44

영어과 18 3 - 1 1 8 4 - 35 * *

일어일문학과 19 2 - 1 1 7 4 - 34 * *

중국학과 18 3 - 1 1 8 4 - 35 * *

보건의료

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44 5 - 2 2 21 10 - 84 * 20 *

뷰티보건학과 19 2 - 1 1 7 4 - 34 * 20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8 6 - - - - - - 44

치위생학과 26 3 - 1 1 10 - 6 47 * *

물리치료학과 17 4 - 1 1 8 - 4 35 * *

간호학과 20 14 4 1 1 7 - 3 50 * * *

임상병리학과 19 2 - 1 1 10 - 4 37 * *

응급구조학과 17 2 - 1 1 9 - 4 34 * *

아동복지학과 48 7 - 2 3 25 9 - 94 * 20 * *

사회복지학과 32 4 - 1 1 13 8 - 59 * 20 * *

휴먼케어학과 27 4 - 1 1 11 6 - 50 * 20 * *

합계 1,197 163 4 37 50 420 172 21 2,064 46 25 160 45 10 286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변경가능

※ 정원외 모집전형 중 모집단위별 음영있는 학과는 모집하지 않는 모집단위임 * 지원가능학과

* 정원외 지원가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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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2022. 9. 13.(화) ~ 17.(토)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기간 중 24시간 계속
(단,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추가
서류
제출

등기
우편

2022. 9. 13.(화) ~ 20.(화) 
(※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주소: (31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 
신입학전형 담당자 앞 모집요강의 전형별 

제출서류 참조

방문 2022. 9. 13.(화) ~ 20.(화)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
(공학1관 L102)

실기
고사

미술
2022. 10. 1.(토) 10:00 ~14:00
(※ 주의사항 안내 및 원활한 실기 
진행을 위해 09:20분까지 입실

남서울대학교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공간조형디자인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실용음악학과만 실기고사 실시

체
육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2022. 9 24.(토)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2022. 9 25.(일)

실용음악 2022. 10. 14.(금) ~ 15.(토)

학생부종합 면접형
1단계

합격자발표
2022. 10. 25.(화) 11:00

남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www.namseoul.net)

※ 개별통지 없음
학생부종합 면접형만 해당

면접
고사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면접)

비대면 녹화영상 업로드일:
2022. 9. 24.(토) ~ 25.(일)

남서울대학교

학생부교과(교과+면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특별전형만 

해당)

※ 비대면 녹화영상 면접
비대면 녹화영상 면접 평가일:
2022. 11. 4.(금) ~ 6.(일)

학생부종합 면접형 2022. 10. 29.(토)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만 해당

학생부종합 서류형, 학생부종합 면접형 (졸업생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2013학년도 졸업생(2014. 2 졸업) ~ 2021학년도 졸업생(22. 2. 졸업)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

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8. 17.(수)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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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합격자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구분 일시 장소 비고

학생부종합 면접형
1단계

합격자발표
2022. 10. 25.(화) 11:00

남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www.namseoul.net)

개별통지 없음

최초합격자
발표

2022. 11. 15.(화) 11:00

최초합격자
예치금(1단계)

등록기간

2022. 12. 16.(금) ~ 19.(월) 지정은행

가. 예치금(1단계): 등록금 총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최종(2단계): 1단계 납부한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 대학이 통보하는 지정 기한 내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대학은 수험생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남기

고 차 순위자를 선발, 합격자로 통보할 수 있음

마. 등록의사를 포기한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포기로 처리되며, 포기사실을 번복할 수 없음

충원합격자
발표

2022. 12. 20.(화) ~ 26.(월) 18:00
남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www.namseoul.net)
※ 12. 26.(화) 14:00 ~ 18:00는 

개별합격자 통보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2022. 12. 21.(수) ~ 27.(화) 지정은행
※ 납부시간은 합격자 공지

사항을 통해 개별 통보

가.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유의사항 등)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조회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나. 등록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예비후보자에서 충원

다. 모든 수험생은 입학원서상에 기재한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알

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라. 합격자의 등록기간과 장소는 등록고지서 안내에 따름

수시 최종(2단계) 
등록금 납부기간

2023. 1. 28.(토) ~ 2. 3.(금) 지정은행

가. 수시 예치금을 제외한 남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나. 등록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이로 발생한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

다. 모든 수험생은 입학원서상에 기재한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알

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라. 합격자의 등록기간과 장소는 등록고지서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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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1. 학생부교과
 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
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33
지능정보통신공학과 42
스마트팜학과 17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2
전자공학과 40
건축학과(5년제) 24
건축공학과 28
멀티미디어학과 40
빅데이터경영공학과 35
드론공간정보공학과 41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33
글로벌무역학과 33
경영학과 34
광고홍보학과 38
호텔경영학과♠ 33
관광경영학과♠ 33
세무학과 28
부동산학과 19

인문사회
영어과 18
일어일문학과♠ 19
중국학과♠ 18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44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19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26
물리치료학과 17
간호학과♠ 20
임상병리학과 19
응급구조학과 17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48
사회복지학과 32
휴먼케어학과 27

31개 전공 917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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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다)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 외국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 국내 학교 또는 교육부장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사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제출(※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생의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서류는 한글 번역 공증을 득해야 함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공통

• 최초 합격자 사정 시 합격선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에 의해 처리하며,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
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를 합격처리함

• 동점자로 합격자(최종 등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의 모
집인원에서 그만큼 감축하여 모집

1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비교과)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환산점수가 높은 자

3순위
• 교과성적 학년별 평균점수가 높은 자(아래 순서에 준함)
  - 3학년 → 2학년 → 1학년

4순위

• 계열별로 반영된 교과 중 다음 교과의 이수학기 점수의 합이 높은 자
  - 공학, 자연과학: 수학→영어→국어→과학
  - 인문사회(상경): 국어→영어→수학→사회
  - 인문사회(인문): 국어→영어→사회→수학

5순위 • 봉사활동시간 반영점수가 높은 자
6순위 • 봉사활동시간이 많은 자(3학년 1학기까지)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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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3
지능정보통신공학과 6
스마트팜학과 2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6
전자공학과 6
건축학과(5년제) 3
건축공학과 4
멀티미디어학과 5
빅데이터경영공학과 6
드론공간정보공학과 5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4
글로벌무역학과 4
경영학과 5
광고홍보학과 5
호텔경영학과♠ 4
관광경영학과♠ 4
세무학과 4
부동산학과 2

인문사회
영어과 3
일어일문학과♠ 2
중국학과♠ 3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5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2
치위생학과 3
물리치료학과 4
간호학과♠ 14
임상병리학과 2
응급구조학과 2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7
사회복지학과 4
휴먼케어학과 4

31개 전공 133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교 졸업자(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지역에서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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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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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보건의료
복지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4

1개 전공 4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교 졸업자(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지역에서 이수한 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대상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그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이 발급하는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를 대학에 제출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를 대체)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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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각 1부 제출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권)

자

지원자가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1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기준)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대

상자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기준)1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1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원자의 부‧모가 

대상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부∙모 기준)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부∙모 기준)1부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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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1
지능정보통신공학과 2
스마트팜학과 1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
전자공학과 2
건축학과(5년제) 1
건축공학과 1
멀티미디어학과 1
빅데이터경영공학과 2
드론공간정보공학과 1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1
글로벌무역학과 1
경영학과 1
광고홍보학과 1
호텔경영학과♠ 1
관광경영학과♠ 1
세무학과 1
부동산학과 1

인문사회
영어과 1
일어일문학과♠ 1
중국학과♠ 1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2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1
치위생학과 1
물리치료학과 1
간호학과♠ 1
임상병리학과 1
응급구조학과 1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2
사회복지학과 1
휴먼케어학과 1

31개 전공 37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 단, 서해5도 검정고시자는 지원 불가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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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3월 1일부터 원서접수일까지 검정고시에 합격한자로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해당자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그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이 발급하는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를 대학
에 제출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
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를 대체)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4)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한 대상자로서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다)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각1부 제출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지)청장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 보훈지청

기초생활
수급(권)자

지원자가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1부 시‧군‧구청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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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기준)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대상자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기준)1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1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원자의 부‧모가 

대상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부∙모 기준)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부∙모 기준)1부

서해5도 중·고교 6년거주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학생본인, 아버지, 어머니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본인 명의로 발급)
•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사망 시: 사망하신 분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해5도 초·중·고교 12년거주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학생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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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부교과(사회배려자전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2
지능정보통신공학과 2
스마트팜학과 1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
전자공학과 3
건축학과(5년제) 1
건축공학과 2
멀티미디어학과 2
빅데이터경영공학과 2
드론공간정보공학과 2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2
글로벌무역학과 2
경영학과 2
광고홍보학과 2
호텔경영학과♠ 2
관광경영학과♠ 2
세무학과 1
부동산학과 1

인문사회
영어과 1
일어일문학과♠ 1
중국학과♠ 1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2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1
치위생학과 1
물리치료학과 1
간호학과♠ 1
임상병리학과 1
응급구조학과 1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3
사회복지학과 1
휴먼케어학과 1

31개 전공 50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3월 1일부터 원서접수일까지 검정고시에 합격한자로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다문화가정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라) 다자녀가정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인 자
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직업군인의 자녀: 10년이상 근무 중(한)인 자(퇴직자포함)



- 18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1부
다) 다자녀가정 자녀: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직업군인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명의의 재직증명서 관련서류 1부
마)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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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특별전형_정원외)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지능정보통신공학과

모집
단위

미지정

스마트팜학과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과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세무학과
부동산학과

인문사회
영어과
일어일문학과♠
중국학과♠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휴먼케어학과

30개 전공 46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공통

• 특수목적고는 제외
• 재학 기간 중(해당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거주지 또는 고교소재지가 행정구역관리를 위해 시·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
• 농어촌소재(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행정구역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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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지
  - 2개 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
  - 고등학교 재학 당시 행정구역이 읍·면이었으나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이후에 시(市) 등으로 행정

구역 개편이 된 경우 읍·면 지역으로 간주

6년
거주

• 농어촌 소재(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
업일(6년간)까지 학생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농어촌지역 또
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12년
거주

• 농어촌소재(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초,중,고교 12년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검증을 위해 고교졸업 완료 후 모든 제출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 대학자체 서식)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6년거주
(부모

동거자)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학생본인, 부·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개명 시 개인 인적 사항 변경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부모 이혼 또는 사망 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사망 시: 사망하신 분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12년거주
(학생 

본인거주)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 학생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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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_정원외)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지능정보통신공학과

모집
단위

미지정

스마트팜학과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과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상경)

유통마케팅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세무학과

보건의료
복지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16개 전공 25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우리대학에서 인정한 고등학교 기준학과 이수자

모집단위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지능정보통신공학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경영･사무과, 문화콘텐츠학과, 전기과, 전자과, 기계과, 판매
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스마트팜학과
건축시공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산림자원과, 수산양식과, 식품가공과, 
원예과, 유통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컴퓨터과, 조경과, 조리·식음료과, 토목과, 판매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경영･사무과, 금융과, 유통과, 전자과, 기계과, 판매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해양생산과, 재무･회계과

전자공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기계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건축학과(5년제) 건축시공과, 디자인과, 조경과, 토목과

건축공학과 건축시공과, 디자인과, 조경과, 토목과, 산업안전과
멀티미디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전자과, 판매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빅데이터경영공학과
경영･사무과, 금속재료과, 금융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산업안전과, 판매과, 유통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정보컴퓨터과, 재무･회계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과, 항해과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건축시공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농업과, 농업토목과, 산림자원과, 유통과, 
정보컴퓨터과, 조경과, 토목과, 해양생산과, 해양레저과, 

유통마케팅학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유통과, 수산양식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항해과, 재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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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다르더라도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모집단위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글로벌무역학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농업과, 판매과, 디자인과, 수산양식과, 유통과, 
정보컴퓨터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재무･회계과

경영학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디자인과, 유통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조경과, 문화콘텐츠, 항해과, 재무･회계과

호텔경영학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판매과, 식품가공과, 유통과, 정보컴퓨터과, 
조리･식음료과, 문화콘텐츠, 항공과, 재무･회계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디자인과, 산림자원과, 식품가공과, 유통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조경과, 조리･식음료과, 항공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생산과, 
해양레저과, 재무･회계과

세무학과 경영사무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유통과, 판매과, 정보컴퓨터과, 재무·회계과, 항해과
간호학과 보건간호과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 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문교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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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부교과위주(성인학습자 만학자전형_정원외)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
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
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스마트팜학과 20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20
부동산학과 20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20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20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20
사회복지학과 20
휴먼케어학과 20

8개 전공 160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만 30세 이상인 자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90%
(900점)

10%
(100점) -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900

다)학생부 비교과(봉사시간) 반영점수

시간(H) 1~2 3~6 7~12 13~20 21~30 31~38 39~44 45~48 49~

점수(점)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라)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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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 외국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 국내 학교 또는 교육부장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사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제출(※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생의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서류는 한글 번역 공증을 득해야 함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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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교과전형(교과+면접)

 가.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13
지능정보통신공학과 21
스마트팜학과 6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1
전자공학과 21
건축학과(5년제) 10
건축공학과 14
멀티미디어학과 23
빅데이터경영공학과 20
드론공간정보공학과 16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상경)

유통마케팅학과 14
글로벌무역학과 14
경영학과 16
광고홍보학과 18
호텔경영학과♠ 14
관광경영학과♠ 13
세무학과 11
부동산학과 11

인문사회(인문)
영어과 8
일어일문학과♠ 7
중국학과♠ 8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인문) 보건행정학과 21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7
치위생학과 10
물리치료학과 8
간호학과♠ 7
임상병리학과 10
응급구조학과 9

인문사회(인문)
아동복지학과♠ 25
사회복지학과 13
휴먼케어학과 11

31개 전공 420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3월 1일부터 원서접수일까지 검정고시에 합격한자로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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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70%
(700점) - - 30%

(300점)
100%

(1,000점)  

•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700
•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면접고사

(비대면)

가)면접고사(비대면 녹화영상 면접)
  (1)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및 전공관련 기초소양(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평가
  (2) 면접고사 대상: 모집단위별 지원자 전원
  (3) 면접고사 방법: 비대면 녹화영상 업로드 
  (4)면접고사 불참자: 불합격 처리
  (5)면접고사 유의사항
    - 비대면 녹화 영상면접 당일에는 공개되는 3개의 질문을 확인 후 답변
    - 녹화 시 카메라를 응시하며 상반신만 노출하여야 함
    - 영상 편집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원본을 업로드 하여야 함
    - 대리 면접을 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며 교복, 교표 착용 금지 및 부모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공통

• 최초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에 의해 처리하며,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
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를 합격처리함

• 동점자로 합격자(최종 등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의 모
집인원에서 그만큼 감축하여 모집

1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환산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교과성적 학년별 평균점수가 높은 자(아래 순서에 준함)
  - 3학년 → 2학년 → 1학년

3순위

• 계열별로 반영된 교과 중 다음 교과의 이수학기 점수의 합이 높은 자
  - 공학, 자연과학: 수학→영어→국어→과학
  - 인문사회(상경): 국어→영어→수학→사회
  - 인문사회(인문): 국어→영어→사회→수학

4순위 • 면접고사 점수가 높은 자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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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_정원외)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지능정보통신공학과

모집

단위

미지정

스마트팜학과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지능정보통신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과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세무학과

부동산학과

인문사회

영어과

일어일문학과♠

중국학과♠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휴먼케어학과
31개 전공 45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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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래의 지원자격 중 해당자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그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인정범위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이 발급하는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이를 대학에 제출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
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를 대체)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70%
(700점) - - 30%

(300점)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700

다)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면접고사

(비대면)

가)면접고사(비대면 녹화영상 면접)
  1)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및 전공관련 기초소양(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평가
  2) 면접고사 대상: 모집단위별 지원자 전원 
  3) 면접고사 방법: 비대면 녹화영상 업로드 
  4) 면접고사 불참자: 불합격 처리
  5) 면접고사 유의사항
    - 비대면 녹화 영상면접 당일에는 공개되는 3개의 질문을 확인 후 답변
    - 녹화 시 카메라를 응시하며 상반신만 노출하여야 함
    - 영상 편집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원본을 업로드 하여야 함
    - 대리 면접을 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며 교복, 교표 착용 금지 및 부모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다)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각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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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권)

자

지원자가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1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기준)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대

상자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상자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대상자 기준)1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1부
<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자가 
대상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1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원자의 부‧모가 

대상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1부
• 주민등록등본(부∙모 기준)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부∙모 기준)1부

동점자

처리기준
교과+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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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생부교과(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_정원외)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모집
단위

미지정

글로벌무역학과

경영학과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휴먼케어학과

6개 전공 10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기본사항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수교육대상자
  2) 기타 장애인 복지법에 이중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4조에 의한 상위등급자(국가보훈처등록)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봉사시간)

인문사회 70%
(700점) - - 30%

(300점)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30% 30% 40% 700

다)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면접고사
가)면접고사(비대면 녹화영상 면접)
  1)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및 전공관련 기초소양(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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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2) 면접고사 대상: 모집단위별 지원자 전원
  3) 면접고사 방법: 비대면 녹화영상 업로드 
  4) 면접고사 불참자: 불합격 처리
  5) 면접고사 유의사항
    - 비대면 녹화 영상면접 당일에는 공개되는 3개의 질문을 확인 후 답변
    - 녹화 시 카메라를 응시하며 상반신만 노출하여야 함 
    - 영상 편집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원본을 업로드 하여야 함
    - 대리 면접을 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며 교복, 교표 착용 금지 및 부모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다)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동점자

처리기준
교과+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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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면접형)

 가. 학생부종합 서류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미래융합
대학

공학
가상현실학과 7
지능정보통신공학과 8
스마트팜학과 2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9
전자공학과 9
건축학과(5년제) 5
건축공학과 6
멀티미디어학과 8
빅데이터경영공학과 6
드론공간정보공학과 9

글로벌
상경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6
글로벌무역학과 6
경영학과 8
광고홍보학과 10
호텔경영학과♠ 7
관광경영학과♠ 7
세무학과 6
부동산학과 4

인문사회
영어과 4
일어일문학과♠ 4
중국학과♠ 4

보건의료
복지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10
자연과학 뷰티보건학과 4

인문사회
아동복지학과♠ 9
사회복지학과 8
휴먼케어학과 6

26개 전공 172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2년 3월 졸업예정자
나)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자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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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부교과
서류평가

면접 기타 계 (총점)
학생부비교과

서류형 - 100%
(1,000점) - - 100%

(1,00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나) 서류평가
 (1) 입학사정관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학생부비교과)를 근거로 정성평가 실시
 (2)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는 인성 및 전공관련 기초소양(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평가
 (3)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비교과까지 반영
다)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

공통

• 최초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에 의해 처리하며,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를 합격처리함

• 동점자로 합격자(최종 등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의 모

집인원에서 그만큼 감축하여 모집

1순위 •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봉사활동시간이 많은 자(3학년 1학기까지)

3순위 • 전공적합성 → 리더십 → 인성

4순위 • 전공적합성(열정) → 전공적합성(재능)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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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부종합 면접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보건의료
복지대학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6
물리치료학과 4
간호학과♠ 3
임상병리학과 4
응급구조학과 4

5개 전공 21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2년 3월 졸업예정자
나)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자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계별 전형

구분 선발비율 학생부교과
서류평가

면접 1단계 
서류성적 계 (총점)

학생부비교과

1단계 4배수 - 100%
(1,000점) - - 100%

(1,000점)

2단계 1배수 - - 30%
(300점)

70%
(700점)

100%
(1,00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나) 서류평가
 (1) 입학사정관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학생부비교과)를 근거로 정성평가 실시
 (2)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는 인성 및 전공관련 기초소양(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평가
 (3)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면접고사

가) 면접고사(블라인드 면접)
 (1) 인성 및 전공관련 기초소양(인성, 리더십, 전공적합성) 평가
 (2) 면접고사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3) 수험생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
술자격증)
    ※ 신분증 분실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4) 면접고사 장소: 남서울대학교
   - 수험생별 고사장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5) 시험조 편성: 수험생별 시험조는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6) 면접 불참자: 불합격 처리
 (7) 면접고사 유의사항
   (가)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미지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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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 지시에 따름

   (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며 교복, 교표 착용 금지 및 부모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단계별 전형을 실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비교과까지 반영
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동점자

처리기준

[ 공통 ]

• 최초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에 의해 처리하며,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를 합격처리함

• 동점자로 합격자(최종 등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의 모집인원에
서 그만큼 감축하여 모집

  

[ 1단계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

1순위 •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봉사활동시간이 많은 자(3학년 1학기까지)

3순위 • 전공적합성 → 리더십 → 인성

4순위 • 전공적합성(열정) → 전공적합성(재능)
 

[ 2단계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1순위 • 면접평가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1단계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3순위 • 1단계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자 

4순위 • 1단계 서류평가의 전공적합성 → 리더십 → 인성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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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기위주전형(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가. 실기위주(일반전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창조문화
예술대학 예능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64
공간조형디자인학과 64
영상예술디자인학과 59

실용음악학과

보컬 4
작곡(싱어송) 2

작곡(기악·미디) 2
피아노 2
기타 2

베이스 3
드럼 2

글로벌
상경대학

체능
스포츠비즈니스학과 38

보건의료
복지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8

6개 전공 280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도는 법령(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예능 - - 100%
(1,00점) - 100%

(1,000점)

체능 30%
(300점) - 70%

(700점)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체능 30% 30% 40% 300

다)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실기고사
가) 미술 실기고사
  (1) 실기고사 과목 및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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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시험문제 시험지규격 시험
시간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시험당일 문제발표
◦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 발상과표현: 4절 켄트지

4시간공간조형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시험당일 문제발표
◦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 발상과표현: 4절 켄트지

영상예술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상황표현, 칸만화: 

시험당일 문제발표

◦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 상황표현: 4절 켄트지
◦ 칸만화: 4절 켄트지

※ 각 학과별 시험조는 지정좌석
  (2) 수험생 준비물
    (가) 공통사항: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
자격증)
    ※ 신분증 분실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행)
    (나) 기초디자인: 연필(모든종류),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포스터칼라, 마커, 파스텔,

색연필, 파레트, 붓, 물통 등 각종 제도 도구 사용 가능
    (다) 발상과표현: 수채화물감, 파스텔, 색연필, 파레트, 붓, 물통 등 (단, 오브제, 꼴라쥬 금지)
    (라) 상황표현·칸만화: 수채화물감, 파스텔, 색연필, 파레트, 붓, 물통 등 (단, 오브제, 꼴라쥬 금지)
  (3) 미술 실기고사 개요 
    (가) 실기고사일: 2022. 10. 1.(토)  
    (나) 실기고사 시간계획
       -      ~09:20     수험생 입실완료
       - 09:20~10:00     수험생 출석점검 및 유의사항 전달
       - 10:00~14:00     실기고사 (4시간)
    (다) 실기고사 장소: 남서울대학교
       - 수험생별 고사장은 고사전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개별통지 없음)
    (라) 실기불참자: 불합격처리
    (마) 실기고사 유의사항 
       -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에 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

독관은 해당 수험생 퇴실 조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미지참자

는 고사 시작 전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 지시에 따름
       - 수험표는 실기고사장 입실에서부터 고사 종료 시까지 소지
       - 수험생 준비물 외에는 시험과 관련한 서적, 복제물, 참고작품 등은 일체 지참할 수 없음 
       -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PMP, 스마트워치 등)는 휴대할 수 없음
       - 실기고사 시험지에 주제물과 관계가 없는 표시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표

시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
나) 실용음악 실기고사
  (1) 실기고사 과목

전공명 고사과목

보컬

- 자유곡 1곡(1곡을 부르되 채점위원 요청에 의해 한곡을 더 부를 수 있음)

  ※ 악보 제출 필요 없음

- 반주(MR)를 본인이 준비하거나 동반 반주자 필요시 1인까지 허용

  (무반주 노래 가능)

- 반주(MR)에 코러스 삽입 불가, 전주(Intro) 부분을 길게 하지 말 것

  시험당일 설치 된 마이크 사용, 필히 암보하여 노래할 것.

작곡

(싱어송)

- 자작곡 1곡 연주 혹은 USB로 재생  (본인 연주 또는 반주자 2인까지 동행 가능)

- 반주(MR)에 코러스 삽입 불가

- 악보사본 6부 실기고사 당일 제출(암보할 필요 없음)

작곡

(기악·미디)

- 관악, 현악, 특수악기(하모니카, 아코디언 등)

- 자작곡 1곡 연주 혹은 USB로 재생(본인 연주 또는 반주자 2인까지 동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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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험생 준비물
    (가) 공통사항: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 신분증 분실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실용음악 실기고사 개요 
    (가) 실기고사일: 2022. 10. 14.(금) ~ 15.(토) 
    (나) 실기고사 시간계획: 실기고사 시간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다) 실기고사 장소: 수험생별 고사장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라) 시험조 편성: 수험생별 시험조는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다) 체능계열 실기고사
  (1) 실기고사 과목

 ※ 상기 3개 실기고사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그 중 상위 2개 실기과목 반영
   (2) 수험생 준비물
    (가) 공통사항: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운동화

  ※ 신분증 분실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체능계열 실기고사 개요 
    (가) 실기고사일

- 스포츠비즈니스학과: 2022. 9. 24.(토)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022. 9. 25.(일) 

    (나) 실기고사 시간계획: 실기고사 시간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다) 실기고사 장소: 수험생별 고사장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라) 시험조 편성: 수험생별 시험조는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악보사본 6부 실기고사 당일 제출(암보할 필요 없음)

드럼 - 자유곡 1곡(악보 제출 필요 없음)

- 무반주 연주 외에는 필요시 반주(MR)를 본인이 준비 또는 반주자 2인까지 허용

-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악기는 본인이 지참할 것

- 피아노, 관악, 현악 연주자는 가능한 한 클래식 이외의 곡을 연주할 것

- 드럼 연주자는 본인의 스네어, 페달 사용 허용함(심벌 제외)

- 기타, 베이스 연주자는 본인의 이펙터 사용 허용

기타(Guitar)

베이스

피아노

(건반)

공통사항

- 실기 시험곡은 암보로 연주하며, 연주 중 심사위원이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

  될 경우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실기고사 중 심사위원이 자유곡 이외에 임의로 추가적인 노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준비한 곡 외에 즉석에서 간단한 테스트도 실시 할 수 있음

- 반주(MR)는 USB로 지참하되 만일을 대비 Mp3 player 지참 권장

모집단위 고사과목

스포츠비즈니스학과 · 20m 왕복달리기(2회 왕복/80m)(1회 실시)
· 제자리멀리뛰기(2회 실시 중 높은 점수)
· 좌전굴(2회 실시 중 높은 점수)스포츠건강관리학과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을 비교 내신표로 환산 적용

마)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다)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 외국 고등학교 성적·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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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학교 또는 교육부장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사
확인을 거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제출(※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생의 재학기
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모든 서류는 한글 번역 공증을 득해야 함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공통

• 최초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동점자 순

위결정 기준에 의해 처리하며, “동점자 순위결정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점

자가 있을 경우 모두를 합격처리함

• 동점자로 합격자(최종 등록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의 모집

인원에서 그만큼 감축하여 모집

1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비교과)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환산점수가 높은 자

3순위 • 교과성적 학년별 평균점수가 높은 자(아래 순서에 준함)

4순위
• 계열별로 반영된 교과 중 다음 교과의 이수학기 점수의 합이 높은 자

  - 예·체능: 국어→영어→사회→수학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p.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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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기위주(지역인재전형)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학과명 모집인원

창조문화
예술대학 예능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6

공간조형디자인학과 6

영상예술디자인학과 6

글로벌
상경대학

체능
스포츠비즈학과 6

보건의료
복지대학 스포츠건강관리학과 6

5개 전공 30

♠ 교직과정 개설학과(매년 시행되는 교육부 교직과정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하여 모집인원 변경가능

지원자격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소재 고교 졸업자

   - 고교 졸업자의 의미: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지역에서 이수한 자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모집계열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계 (총점)
교과 비교과

예능 - - 100%
(1,000점) - 100%

(1,000점)

체능 30%
(300점) - 70%

(700점) - 100%
(1,000점)

나) 학년별 학생부 교과 반영비율

모집계열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체능 30% 30% 40% 300

다)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43)

실기고사
가) 미술 실기고사

  (1) 실기고사 과목 및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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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시험문제 시험지규격 시험
시간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시험당일 문제발표
◦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 발상과표현: 4절 켄트지

4시간공간조형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 

시험당일 문제발표
◦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 발상과표현: 4절 켄트지

영상예술디자인학과
* 기초디자인, 상황표현, 칸만화: 

시험당일 문제발표

◦ 기초디자인: 4절 켄트지
◦ 상황표현: 4절 켄트지
◦ 칸만화: 4절 켄트지

※ 각 학과별 시험조는 지정좌석

  (2) 수험생 준비물

    (가) 공통사항: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 신분증 분실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나) 기초디자인: 연필(모든종류),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포스터칼라, 마커, 파스텔,

색연필, 파레트, 붓, 물통 등 각종 제도 도구 사용 가능

    (다) 발상과표현: 수채화물감, 파스텔, 색연필, 파레트, 붓, 물통 등 (단, 오브제, 꼴라쥬 금지)

    (라) 상황표현·칸만화: 수채화물감, 파스텔, 색연필, 파레트, 붓, 물통 등 (단, 오브제, 꼴라쥬 금지)

  (3) 미술 실기고사 개요 

    (가) 실기고사일: 2022. 10. 1.(토)

    (나) 실기고사 시간계획

       -      ~09:20     수험생 입실완료

       - 09:20~10:00     수험생 출석점검 및 유의사항 전달

       - 10:00~14:00     실기고사 (4시간)

    (다) 실기고사 장소: 남서울대학교

       - 수험생별 고사장은 고사전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개별통지 없음)

    (라) 실기불참자: 불합격처리

    (마) 실기고사 유의사항 

       -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에 응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 퇴실 조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미지참자

는 고사 시작 전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 지시에 따름

       - 수험표는 실기고사장 입실에서부터 고사 종료 시까지 소지

       - 수험생 준비물 외에는 시험과 관련한 서적, 복제물, 참고작품 등은 일체 지참할 수 없음 

       -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PMP, 스마트워치 등)는 

휴대할 수 없음

       - 실기고사 시험지에 주제물과 관계가 없는 표시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표

시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

나) 체능계열 실기고사

  (1) 실기고사 과목

 ※ 상기 3개 실기고사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그 중 상위 2개 실기과목 반영
  (2) 수험생 준비물

모집단위 고사과목

스포츠비즈니스학과 · 20m 왕복달리기(2회 왕복/80m)(1회 실시)
· 제자리멀리뛰기(2회 실시 중 높은 점수)
· 좌전굴(2회 실시 중 높은 점수)스포츠건강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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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통사항: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기술  

                자격증), 운동화

    ※ 신분증 분실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체능계열 실기고사 개요 

    (가) 실기고사일

      - 스포츠비즈니스학과: 2022. 9. 24.(토)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022. 9. 25.(일) 

    (나) 실기고사 시간계획: 실기고사 시간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다) 실기고사 장소: 수험생별 고사장은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라) 시험조 편성: 수험생별 시험조는 고사 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으로 선발

나) 전형총점 순위에 따른 일괄합산식 사정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다) 전체지원자(재수생 포함):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교과, 비교과 포함)

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충원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하지 않음)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온라인 제공 미설치 고교 출신자만 제출 
    ※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조나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동점자

처리기준
실기위주(일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과 동일

전형일정 본 모집요강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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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모집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실기

고사
면접
고사 기타 계

 (총점)교과 비교과
학생부교과전형

(일반, 지역인재, 지역인재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른기회, 사회배려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성인학습자 만학자)

90%
(900점)

10%
(100점) - - - 100%

(1,000점)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면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특별전형)

70%
(700점) - - 30%

(300점) - 100%
(1,000점)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종합 서류형) - - - -
서류평가

100%
(1,000점)

100%
(1,000점)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종합 면접형)

1단계 - - - -
서류평가

100%
(1,000점)

100%
(1,000점)

2단계 - - - 30%
(300점)

1단계성적
70%

(700점)

100%
(1,000점)

실기위주전형 (예능)
(일반, 지역인재)

- - 100%
(1,000점) - - 100%

(1,000점)

실기위주전형 (체능)
(일반, 지역인재)

30%
(300점) - 70%

(700점) - - 100%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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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기록부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졸업구분 모집전형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교과성적

반영총점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

학생부교과전형
(일반, 성인학습자 만학자)

30% 30% 40% 900

학생부교과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30% 30% 40% 700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자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자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 지역인재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른기회, 사회배려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30% 30% 40% 900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면접)

30% 30% 40% 700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 서류형, 학생부종합 면접형)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실기위주전형(체능)
(일반, 지역인재)

30% 30% 40% 300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점수 산출

1) 교과성적 반영교과(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제외한 특별전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
학년 학기당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5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2, 3학년 학기별 3개 교과 미만 이수자의 경우 미 이수 교과 9등급 처리

  ※ 진로선택과목 포함 (성취도 등급환산)

2) 교과성적 반영교과(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모집계열

학년별 반영교과

비고1학년
(학기당 3과목, 총 6과목 반영)

2,3학년
(학기당 6개교과 지정 상위3과목 

반영, 총 9과목 반영)

전 모집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문교과

  ※ 2, 3학년 학기별 3개 교과 미만 이수자의 경우 이수한 과목만 반영

  ※ 진로선택과목 포함 (성취도 등급환산)

라. 교과성적 반영방법

1) 교과별 반영과목 선택방법:  과목석차등급점수가 높은 과목을 자동 선택하여 반영

2) 각 학년/학기별 6개 교과중 학기별 3개 과목 반영

3) 최종 총점 성적 산출시 소수점은 최종 1회에 한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반영

4) 과목석차등급별 반영점수표: 각 과목별 등급을 점수화(아래표 참조)

과목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0

5) 진로선택과목 성취등급별 반영점수표(※ 성취등급제를 반영하는 보통교과 포함)

         

성취등급 A B C
반영등급 1.5 3.5 5.5
반영점수 95 75 55

6) 전문교과 성취등급별 반영점수표

성취등급 A B C D E

반영등급 1.5 3.5 5.5 7.5 0

반영점수 95 75 55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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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과성적 산출방법(※산출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 남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있음

      8) 학생부교과전형 계산법

         
={(

∑(1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합)
×0.3) + (

∑(2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 점수 합)
×0.3) +

∑(1학년 반영과목 수) ∑(2학년 반영과목 수)

          
(

∑(3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합)
×0.4) } × 9

∑(3학년 반영과목 수)

      9) 학생부교과전형(교과+면접) 계산법

         
={(

∑(1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합)
×0.3) + (

∑(2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 점수 합)
×0.3) +

∑(1학년 반영과목 수) ∑(2학년 반영과목 수)

          
(

∑(3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합)
×0.4) } × 7

∑(3학년 반영과목 수)

     10) 실기위주 전형 계산법(체능)

         
={(

∑(1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합)
×0.3) + (

∑(2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 점수 합)
×0.3) +

∑(1학년 반영과목 수) ∑(2학년 반영과목 수)

          
(

∑(3학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합)
×0.4) } × 3

∑(3학년 반영과목 수)

     11) 등급이 없는 수험생 점수반영방법: 

석차백분율산출 ▶ 등급부여 ▶ 등급점수부여 ▶ 성적산출

※ 석차백분율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표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12) 실기고사 성적 반영방법

 - 예능계열: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예능(=실기고사성적 × 10) 

 - 체능계열: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점수를 700점 만점으로 환산 체능(=실기고사 성적 × 7)

마.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또는 전부가 없는 자의 교과성적 반영방법

 1) 반영방법

유    형 반영방법

검정고시출신자 검정고시 점수로 비교내신

학기별 반영 3개 교과 미만 이수자 미이수 과목 9등급처리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 이수한 과목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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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정고시성적 비교 내신표

비교내신
등급

검정고시 
평균점수 구간

학생부교과
(일반)

학생부교과
(교과+면접)

실기위주
(체능)

1 98 ~ 100 900 700 300

2 96 ~ 97.99 857.37 666.84 285.79

3 94 ~ 95.99 814.74 633.68 271.58

4 92 ~ 93.99 772.11 600.53 257.37

5 90 ~ 91.99 729.47 567.37 243.16

6 88 ~ 89.99 686.84 534.21 228.95

7 86 ~ 87.99 644.21 501.05 214.74

8 84 ~ 85.99 601.58 467.89 200.53

9 82 ~ 83.99 558.95 434.74 186.32

10 80 ~ 81.99 516.32 401.58 172.11

11 78 ~ 79.99 473.68 368.42 157.94

12 76 ~ 77.99 431.05 335.26 143.69

13 74 ~ 75.99 388.42 302.11 129.48

14 72 ~ 73.99 345.79 268.95 115.25

15 70 ~ 71.99 303.16 235.79 101.06

16 68 ~ 69.99 260.53 202.63 86.84

17 66 ~ 67.99 217.89 169.47 72.64

18 64 ~ 65.99 175.26 136.32 58.43

19 62 ~ 63.99 132.63 103.16 44.21

20 60 ~ 61.99 90 70 30

바.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전형

가) 반영요소: 봉사활동시간(검정고시출신자는 해당사항 없음)

※ 비교과성적 반영방법: 봉사활동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 부여

봉사시간 공학, 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92

3시간 이상 ~ 6시간 이하 93

7시간 이상 ~ 12시간 이하 94

13시간 이상 ~ 20시간 이하 95

21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96

31시간 이상 ~ 38시간 이하 97

39시간 이상 ~ 44시간 이하 98

45시간 이상 ~ 48시간 이하 99

49시간 이상 ~   100

※ 봉사시간이 없는 경우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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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기고사 유의사항 및 배점 기준표

    1) 실기고사 유의사항

종목 유의사항(파울규정)

20m왕복달리기
(2회왕복/80m)

(1회 실시)

1. 출발선을 밟고 뛰거나, 신체의 일부가 출발선을 넘는 경우
2. 부저가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기회 부여)
3. 가슴 이외에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피니 시 동작을 할 경우 
4. 기록이 저조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5. 반환 지점 버튼을 누르는 손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가 지면에 닿은 경우
6. 반환 지점 버튼을 누르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눌러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 한 경우
7. 반환 지점에서 버튼을 발로 디디며 반환하는 경우

제자리멀리뛰기
(2회 실시)

1. 출발선을 밟거나 다리를 두 번 구르며 뛰는(이중도약)행위 또는 외발구르기(도움닫기)의 경우
2. 측정판 위에서 넘어지거나, 발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가 닿는 경우
3. 착지 후 점수 측정이 되기 전 퇴장하거나, 옆으로 퇴장하는 경우(반드시 착지 후 앞으로 퇴장)
4. 착지했을 때 측정범위 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단, 출발선에서 직선거리로 최대 

측정거리를 넘어섰을 경우 만점으로 인정)
5. 모든 파울 행위는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시도에도 파울인 경우 0점 처리 함

좌전굴 
(2회 실시)

1. 측정기를 0으로 지정 한 후 양발을 곧게 펴고 양손을 밀어 측정 
  - 측정시 신발 미착용 
  - 측정전 손톱상태 점검 예정이며, 손톱 길이가 긴 수험생은 손톱을 잘라야 함 
2. 양손의 엄지를 맞닿게 하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며 함께 밀어서 측정 
3. 측정 기록 단위는 cm이며 0.1cm단위로 측정 
  - 2회 측정을 하며 상위 기록을 기록 
  - 기록 측정시 최대 거리에 2초이상 정지 상태에서 측정 
4. 측정시 파울 기준(기록 미인정) 
  - 무릎을 구부리거나 반동을 주어서는 안됨 
  - 양손을 번갈아 밀면 안됨 
  - 자리에 앉은 이후 스트레칭이나 발목 또는 측정기를 잡는 행위는 파울로 간주 
  - 2회 파울시 실격 처리하며 최하점 부여

■ 공통사항
     1. 측정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기록이 측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험생이 해당된 조의 실기측정이 모두 

끝나기 전 원하는 시기에 다시 시도하여 재측정 가능
     2. 한 종목만 응시한 경우 미응시 종목은 0점 처리 함
     3. 파울 규정 이외에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적절한 행동 시 0점 처리하며, 재기회는 부여하지 않음
     4. 수험생은 모든 실기고사 과목에 응시해야 하며, 그 중 상위 2개 실기과목 반영
 2) 실기고사 배점기준표

점수
왕복달리기(초) 제자리멀리뛰기(센티미터) 좌전굴(센티미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 14이하 15.8이하 295이상 245이상 30.1이상 32.1이상
95 14.1~14.2 15.9~16.0 290~294 240~244 28.0~30.0 30~32.0
90 14.3~14.4 16.1~16.2 285~289 235~239 25.0~27.9 27~29.9
85 14.5~14.6 16.3~16.4 280~284 230~234 22.0~24.9 24~26.9
80 14.7~14.8 16.5~16.6 275~279 225~229 19.0~21.9 21~23.9
75 14.9~15.0 16.7~16.8 270~274 220~224 18.0~18.9 20.0~20.9
70 15.1~15.2 16.9~17.0 265~269 215~219 17.0~17.9 19.0~19.9
65 15.3~15.4 17.1~17.2 260~264 210~214 16.0~16.9 18.0~18.9
60 15.5~15.6 17.3~17.4 255~259 205~209 15.0~15.9 17.0~17.9
55 15.7~15.8 17.5~17.6 250~254 200~204 14.0~14.9 16.0~16.9
50 15.9~16.0 17.7~17.8 245~249 195~199 13.0~13.9 15.0~15.9
45 16.1~16.2 17.9~18.0 240~244 190~194 12.0~12.9 14.0~14.9
40 16.3~16.4 18.1~18.2 235~239 185~189 11.0~11.9 13.0~13.9
35 16.5~16.6 18.3~18.4 230~234 180~184 10.0~10.9 12.0~12.9
30 16.7~16.8 18.5~18.6 225~229 175~179 9.0~9.9 11.0~11.9
25 16.9~17.0 18.7~18.8 220~224 170~174 8.0~8.9 10.0~10.9
20 17.1~17.2 18.9~19.0 215~219 165~169 7.0~7.9 9.0~9.9
15 17.3~17.4 19.1~19.2 210~214 160~164 6.0~6.9 8.0~8.9
10 17.5~17.6 19.3~19.4 203~209 153~159 5.0~5.9 7.0~7.9
5 17.7~17.8 19.5~19.6 196~202 146~152 4.0~4.9 6.0~6.9
0 17.9이상 19.7이상 195이상 145이상 3.9이하 5.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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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원자 유의사항

1.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지원방법

1) 불가(不可)의 경우

  - 수시모집에 합격(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에 지원하는 경우

2)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3)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 2013학년도부터 대학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초

과한 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가)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나)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하며, 정원외 전형(재외국민전형 등)을 포함한 모든 전형을 의미함

  다) 6개 전형이란 수험생이 전형료를 각각 지불하고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함.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

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4) 위반자 조치: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2. 대학 지원자 유의사항
가. 한 개의 전형 및 모집학과를 선택하여 지원

(※ 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단, 면접고사 혹은 실기고사가 겹치는 전형은 복수지원 불가)

나. 2지망 지원 허용범위: 불허

다. 이중등록 금지 및 위반자 조치

라. 수험생유의사항

모든 수험생은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지원 및 입학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결제가 끝난 후 접수된 지원 사항은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함

2)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취소 또는 반환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으로 면접 및 실기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와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불합격자 제외)

3)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

합니다.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 및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4)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5) 수험생에 대한 공지사항은 전형기간 중 수시로 본 대학교 입학안내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수

험생은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6) 면접 및 실기고사 응시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

년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수험생은 입학홍보처로 문의바람

(041-580-2250~9)

7)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부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는 민·형사상 고발 조치함

8) 추가합격통보를 받은 후 등록포기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절대 번복할 수 없음

9)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기간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고 최종 등록기간 중에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해

야만 최종 입학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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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람 

  -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방법, 유의사항 등) 및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조

회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등록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이로 발

생한 결원은 예비후보자에서 충원

  - 모든 수험생은 입학원서상에 기재한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11) 입학자에 대한 학력 조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

(※ 입학취소 후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12)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름

13) 본 요강에 정한 이외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함

  ※ 제출서류가 사본(寫本)일 경우 발행 기관장(機關長)의 원본대조를 필한 서류만 인정

마. 면접 및 신체검사

1) 면접: 학생부종합, 교과+면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2) 신체검사: 없음(전체모집학과)

  단, 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이 있는 자는 총장 직권으로 입학을 취소하거나 

직권휴학을 시킬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 제출 전에 우리 대학에 사전상담을 해야함

  ◇ 상담전화 입학홍보처 ☎ 041-580-2250~9 ◇

Ⅸ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 합격자의 사전 등록포기
가. 수험생 본인의 의사에 의한 포기: 합격을 통지받고 등록(입학)의사가 없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통보

받은 등록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됨

나. 대학의 사전 연락에 의한 포기: 대학에서 등록여부를 묻는 전화통화에서 등록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남기고 차 순위자를 선발, 합격자로 통보할 수 있음

(유의: 포기 사실은 절대 번복할 수 없음)

※ 대학의 사전연락에 불응하거나 연락두절의 경우 대학에서는 수험생과 연결을 위해 수험생 휴대폰, 

집전화, 부모휴대폰, 비상연락처를 활용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수험생과 연락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남기고 차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환불안내
가. 법령근거: 교육부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나. 환불신청장소: 남서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www.namseoul.net)

다. 환불업무처리시간: 평일(월~금)

   ※ 토․일․공휴일은 환불업무 불가

   (토·일·공휴일에 환불을 신청할 시 그 다음 평일에 처리함)

라. 환불처리: 신청일 다음 날 은행계좌 송금

마. 기간별 등록금환불 기준

    2023. 2. 28.(화) 16:00까지: 납부한 등록금 전액

   ※ 반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는 수험생 본인이 부담 

바. 입학일 이후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유의사항

     - 입학생의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소속 모집학과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당일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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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전형료

모집전형 및 계열
일괄합산 단계별전형

계
서류 실기 면접

1단계 2단계
서류 면접

학생부교과전형
(일반, 지역인재)

40,000 - - - - 40,000

학생부교과전형
(사회배려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성인학습자 만학자)
35,000 - - - - 35,000

학생부교과전형
(교과+면접, 장애인 등 대상자)

40,000 - 20,000 - - 60,0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형 - - - 60,000 - 60,000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 - - 60,000 20,000 80,000

실기위주전형(예능계열)
(일반, 지역인재)

40,000 40,000 - - - 80,000

실기위주전형(체능계열)
(일반, 지역인재)

40,000 30,000 - - - 70,000

학생부교과전형
(지역인재_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른기회)

학생부교과전형(교과+면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한 전형료 
전액 감면 -

(단위: 원)

※ 일괄합산이란? 학생선발 업무(학생부교과 서류+실기+면접 등)가 모두 끝난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법

※ 단계별 전형이란? 학생선발 업무를 단계별(1단계, 2단계)로 평가 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법

※ 유의사항

  - 서류평가 전형료에는 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작성(입력) 사항을 변경·취소할 수 없음

  - 수험생이 복수지원을 하여 타 대학과 면접 및 실기고사 일이 중복된 경우라도 전형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기간 전에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을 공개)

  - 수험생 개인사정에 의한 전형료 환불은 하지 아니함

    (단, 천재지변에 의한 실기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 면접 및 실기고사 비용 환불)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지원자 중 1단계 불합격자는 2단계 면접 전형료(20,000원)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