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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NORMAL  
BLENDED 
SCH 넥스트노멀 블렌디드

교육 리더, SCH

순천향은 좋은 대학, 그 이상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 상상 이상의 교육을 추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문성과 인성, 지역과 세계, 

시대를 아우르는 넥스트노멀 블렌디드 교육 혁신,

순천향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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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 플랫폼을 비롯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등 Industry 4.0 기술을 활용한 

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 실용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순천향 메타버시티(SCH Metaversity) 건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혁신, 순천향 메타버시티 

SCH
Metaversity

순천향 메타버시티 건학

순천향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비롯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등 Industry 4.0 기술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실용화하며 ‘순천향 메타버시티(SCH Metaversity) 건학’을 추진  

중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O2O) 하이브리드 강의 중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해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한 ‘AR·VR  

실감형 강의 콘텐츠’와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순천향대학교는 메타버시티 브랜드화 전략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신입생 입학식

지난해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에 이어 올해도 한층 고도화된 기술과 

콘텐츠를 선보이며,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순천향 세계관 

(SCHolar)과 SM엔터테인먼트 에스파(aespa) 세계관의 콜라보로  

진행된 「2022 메타버스 신입생 입학식」은 ‘메타 우주와 리얼 우주의  

만남(The Next Level)’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253명이 참여한 

입학식은 가상과 확장 현실의 실감미디어가 포함된 3차원 가상  

세계 기술을 바탕으로 ‘순천향 메타버시티’와 ‘스칼라(순천향 가상  

아바타)’ 중심의 자체 세계관과 스토리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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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 메타휴먼 ‘스칼라’

순천향 세계관의 대표 인물인 메타휴먼 스칼라(SCHolar)는 메타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합니다. 유니토피아 2030 인재상을 

스칼라 캐릭터로 구현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메타버스 기반 

강의 중에 수업활동을 지원합니다. 메타 세계의 스칼라는 이프랜드

(ifland)의 캐릭터를 조합해 만들었으며, 현실 세계의 스칼라는 이프

랜드에서 완성된 스칼라와 최대한 유사하게 모델링하고 UI의 시그니처 

색상을 복장에 배색해 캐릭터화 했습니다.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Challenge Study Metaverse Platform)

순천향은 메타버스 기반 수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메타버스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바타와의 인터랙션을 

활용한 실습 교과목을 개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교육의 교수 

설계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메타버스 기반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기술 전문

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지원센터, 향설나눔대학, 

신설 메타버스&게임학과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CHolar

 스칼라(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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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시대를 앞서는 생각은 아낌없는 투자와 과감한 

실행력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순천향은 다양한 분야의 국책사업에 선정되며 

학생들이 꿈꿔온 것보다 더 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순천향에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순천향

THE NEXT 
LEVEL 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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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브랜드가치 

세계 200위권

‘2022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 발표(Times Higher Education)

- 세계 1,400여 개 대학 중 200위권(2년 연속), 국내 9위

- 빈곤퇴치(SDG 1) 세계 92위

- 건강과 웰빙(SDG 3) 국내 2위, 세계 100위권

*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

20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충남도 대학 유일 선정 

4회 연속JOB+ LINC
청년드림대학 평가 4회 연속

최우수 대학 선정(2019)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수요 맞춤 성장형 유형 최종 선정

  6년간, 총 240억 원 지원금 확보 

(교육부 주관, 2022~2027년)

학·석사 통합과정

  학사 3.5년 + 석사 1.5년

  학사, 석사과정 1학기씩 단축해  

5년 만에 학·석사 학위 취득

5 years 14년 연속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교육부)

  교육부 지원(2010~2023)

10개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의생명과학 분야 10개 신규과제 선정(2022)

  세계적인 연구역량 업적 인정

2022학년도 메타버스 입학식 

SM엔터테인먼트 에스파(aespa)와

함께하는 버추얼 입학식 개최

SWTHE NEXT 
LEVEL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  

2단계 최종 선정(2021) 

(연간 20억씩, 최대 8년 150억 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1위

4단계 BK21사업 선정(2020)

  교육 및 연구 플랫폼 기반 지역거점 

연구중심 대학

  5개 사업단, 지역 사립대학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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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 교육

• 체험·진로 교육

• 교수·학습 편의성

• 개방성·공유성

높은 학습 효과

낮은 교육 비용

SCH  

넥스트노멀  

플랫폼 교육

Next normal
Platform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넥스트노멀 교육환경

온라인 교육

온라인 Cafe 

토론 교육

글로벌 공유 

교육

AI로봇 창업 / 

진로 교육

실감형 실습 

온라인 교육

Industry 4.0

AI · 로봇 · 실감 · 5G

캠퍼스 교육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넥스트노멀 블렌디드 교육 시스템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순천향대학교는 급변 

하는 시대 상황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넥스트노멀 블렌디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결합된 O2O(Online to Offline) 수업으로 ‘순천향 건강한 대학교

(SHU)’ 특성화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O2O 학습 플랫폼 운영(분할 교육과정 도입, 선택적 대면수업)

  O2O 강의 시스템 구축(하이브리드 강의실 운영)

열정캠퍼스 플랫폼(Passion Campus Platform)

열정캠퍼스 플랫폼의 첫 번째 사례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메타

버스 공간에서 개최된 버추얼(Virtual) 입학식입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교수, 학부모 등이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로 참여하도록 하여 입학식과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2022학년도 메타버스 입시설명 Fiesta를  

개최하여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버추얼 입학식 2년 연속 개최

   메타버스 입시설명 Fiesta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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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  

넥스트노멀  

플랫폼 교육

온라인 맞춤 

(Adaptive)  

교육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PBL

넥스트노멀 블렌디드 교육 시스템

•    넥스트노멀 블렌디드 형식의 O2O(online to offline)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

•    인공지능(AI)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 도입 및 운영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ALEKS를 활용한 적응형 학습 

•    3-way O2O 실험실습형 실시간 강의중계시스템 

교수자, 오프라인 학습자, 온라인 학습자가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3방향 실험실습형 강의중계시스템 구축

미래형 리더, 앙뜨레프레너 양성

도전학습플랫폼 | 다양한 도전과 체험적 실패를 경험하며 학생이 실력  

있는 능동적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학습플랫폼’을 구축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융합전공과 학생창업체험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선도 융합실무인재 양성

   융합학과 신설(VR전공, 로봇융합전공, 게임융합전공 등)

온라인 학습 몰입도 향상

실감형 교육 콘텐츠 | 학생들은 AR·V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실습 

교육, 블록체인 기반의 창업·PBL 교육, NAVER Cafe를 이용한 WIU 

다자간 토론 교육, ALEKS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 교육,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 진로상담 교육, edX 플랫폼을 활용한 와튼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공유 교육과정에 참여합니다. 

   10여 개 학과, 실감형 실습 교육과정 운영

   VR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실습 교육 운영

SCH

Next 

norm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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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은 융·복합 실용연구와 SW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연구·교육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거점 구축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연구역량 & 교육혁신 중심 대학

Research & 
Education

기초 의·과학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교원 채용과 전일제 대학원생 전원 

등록금 100%를 지원하는 등 연구 혁신을 펼쳐온 순천향대학교는 기초 및 핵심 학문 분야  

역구 역량을 제고하고 신산업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지식 창출을 실현합니다.

   4단계 BK21사업 전국 지역 사립대학 1위

   지역대학(국립대 포함) 10위, 전국대학 20위

4단계 BK21사업 

지역 사립대  

최다 5개  

연구단 선정 

   2021~2028년(연간 20억 원씩, 8년간 총 150억 원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 기반의 혁신 제품·서비스·시스템의 기획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이해를 갖춘 디자인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웰라이프 생활-실습형 BLEP(Bigdata-based Living lab Education Platform) 구축 

RAINBOW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구축, SW융합대학 신설 

   SW 전공교육 강화(SW융합대학 공통교과목(SW-Core)으로 19개 교과목 지정, 전공  

이수 학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매년 빅데이터, AI 전문인력 235명 양성)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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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생명연구원을 시작으로 기초 의·과학 분야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 역량을 보여준 순천향대학교는 교육연구 병행  

대학에서 연구중심대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달려 왔습니다. 이제, 석·박사과정 인재를 바탕

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성장시킵니다. 

4단계 BK21 SCH Strategy

   융합·실무 기반 학습 중심 교육·연구 체계 구축

   Key-Lab중심 연구·교육 혁신체계 구현 

(BT·IT 중심 세계 수준의 Lab 육성)

   세계 수준의 선도 연구 분야 육성(연구 질적 강화 NSC 지원)

   교육 연구지원 서비스 혁신 체계 구축

   선순환적 성과 확산 플랫폼 확대

교육 및 연구 플랫폼 기반  

지역 거점 연구중심대학

1
위

빅데이터  Well-life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혁신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바이오헬스  혁신 선도형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 인재 교육연구단

	

Research 

&  
Education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

  나노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장비 인력양성사업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세먼지)

충남권 미세먼지 대응 ICT환경보건  

혁신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응용과학(의학) 임상중개 선도연구자  

양성 교육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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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맞춤형 창의 융합 인재 양성

The New 
Pioneer SCH

융합창업학부는 첨단의학 지식과  

기술을 접목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 기기를 통해 24시간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미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

합니다.

융합창업학부

인더스트리 인사이드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체득하는 24시간 오픈형 

창의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실전 

창업교육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 제작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 

성장합니다.

Industry  
Inside

SOON CHUN HYANG UNIVERSIT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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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웰니스 리더 양성

로봇융합전공 | 인간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해줄 의료 서비스 및 로봇 기술을 연구하며, 

웰니스 로봇의 제어 및 설계, 자율주행 기술, 

웰니스 로봇의 실생활 활용을 통한 콘텐츠 

개발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스마트케어전공 | 웰니스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마트케어 분야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르며, 지능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을 습득합니다.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콘텐츠 시장 선점

게임융합전공 | 재활치료에 필요한 게임  

매커닉을 디자인하고 게임 디바이스와 프로

그래밍을 학습해 웰니스 게임을 직접 제작 

합니다.

VR전공 | VR·AR의 기획과 제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터랙션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전문성 배양

글로벌의료관광전공 | 의학적 지식을 기반

으로 글로벌 역량과 국제문화 감각을 갖춘 

고품격 국제의료관광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융합기술 혁신 창업으로 

글로벌 산업 인재 양성

컨버전스스타트업전공 | 웰니스 융합 기술 

및 사회 혁신에 특화된 창업 교육과정으로, 

융합 프로젝트 실전 경험을 제공해 다학제적인 

인재 육성 및 청년 창업가를 양성합니다.

SW 융합창업 기술과 

경영 능력 갖춘 전문가 양성

SW스타트업전공 | SW 개발과 사업화 중심의  

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빠른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패스트 

컴퍼니를 만들어내는 융합 인재 및 청년  

창업가를 양성합니다.

팩토리 인사이드 

Factory Inside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개방형 제작 공간

    Design Studio : 아이디어 발굴, 3D 디자인, 

모델링

  Factory Cafe : 시작품 제작 및 창의 융합 

경진대회 개최

  Fab Studio : 시제품을 제작해 창업 및 기업 

연계 지원

  Manufacturing Studio : 맞춤형 생산 시스템 

지원

미디어 인사이드 

Media Inside

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제작 및 제품화

  VR Studio : VR/AR/MR 가상현실 체험 공간

  Drone Studio : 드론 시뮬레이션 비행 연습, 

항공 촬영

  PC Studio :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

  New Media Theater : 개발 콘텐츠 뉴미디어 

결합 후 공연

헬스케어 인사이드 

Healthcare Inside

스마트 의료 기술 및 서비스 실무 중심 교육

  Hospital Studio : 헬스케어 서비스 및 의료 

수술 시뮬레이션

  Smart Community Studio : 원격 의료 

서비스 미래형 주거 체험

공감형 인재 통섭형 창의 인재 글로컬 소통 인재자기 주도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회 공헌형 

창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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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학과지도 교수

학과별 SRC 전담 학과지도를 

포함한 대학 생활의 적응을 이끌고 

학업의지를 다집니다.

총54명

SRC 재학생 멘토

신입생 멘티를 관리하고 상담하며 

생활지도를 이끌어줍니다.

총127 명

SRC 건강지도 교수

학과별 임상/기초의학교수를 통해 

건강지도 및 멘토링, 건강 특강을 

진행합니다.

총52명

신입생을 위한 SRC Community 구성

＊2022학년도 기준

나눔교육은 순천향대학교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SRC(Soonchunhyang Residential  

College : 순천향 기숙형학습공동체)는 순천향대학교의 

나눔교육을 실현하는 대표 교육 플랫폼입니다. 

대학문화의 새로운 세계, SRC

New Paradigm
SRC Community

교육

Learning

기숙형학습공동체 SRC 

Soonchunhyang Residential College

생활

Living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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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건강웰빙 분야 1위 대학답게,

순천향 “건강한” 대학교  

감염방지혁신형 그린스마트 캠퍼스 구축

교내 생활관 2인 1실, Rotation Dormitory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로테이션화하여 생활관에 입사

하고, 입·퇴사 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60개 학과, 120개의 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

첨단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통해 대면/비대면 강의로 동시에 참여 

하며, 실감형 온라인 실습을 실행합니다. 교수진은 비말차단용  

카보네이트 투명스크린 전자 교탁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안전

을 유지하고, 강의실 밖의 학생들은 실시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로 온라인 중계 수업에 참여하여 안전한 

강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 중심의 캠퍼스 라이프 플랫폼을 개발하여 감염병 관리에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라이프를 선사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관에 입주하는  

특화 프로그램

토털 멘토링 시스템

SRC 멘토링 팀을 구성하여 개별화된 밀착 지도를 진행합니다. 

신입생 20여 명의 단위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의 적응을 앞당기고 전담 교수와 재학생 멘토를 통해 

상담과 지도를 받습니다. 

SRC 정규 교과과정

전공 교수님과의 팀 티칭 방식을 통해 교양 필수과정을 이수 

하는 SRC 정규 교과과정은 신입생의 학습태도와 미래 설계를 

신속히 이루도록 이끌어줍니다.

ASP 비교과 활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간의 여가시간에 다양한 클럽활동을  

진행하여 리더십을 키우고 공동체의식을 다지며 사회성을 개발 

하도록 합니다.

교내 건물 입구

자동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체크

자동 음성 안내&디지털  

방식 표출

개인별 QR코드 체크인

- 빅데이터 저장 관리

자동

손소독기

교내 곳곳에서 

안전지킴이가 전담 마크

5 step 감염병관리시스템

봉사문화 예술체육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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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부속병원 보유 

(서울, 부천, 천안, 구미)

의사 국가고시 

최근 3년 합격률 

96.8%

간호학과 국가고시 

최근 3년 합격률 

100%

의예과

창의와 열정으로 학문을 탐구하며 생명을 존중

하고, 지역사회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이고 전인적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

졸업 후 진로 병원 : 의사 / 대학 : 기초의학, 임상의학, 

보건 및 사회의학 분야 등의 교수 / 정부기관 : 보건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기타 정부 출연 연구기관 /  

국제기구 : WHO, 적십자 등 / 그 외 : 민간기업, 방송 

및 언론기관, 군대, NGO 활동 등

간호학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와 최적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며, 질병 예방과 회복 및 고통 

경감을 통한 안녕을 도모하도록 돕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임상 분야 :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 공공기관 :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청,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지역사회 : 산업간호사, 법의간호사, 의료통역사, 국제 

보건간호사, 항공간호사 / 교육 및 연구 분야 : 대학 

교수, 보건교사, 연구원 등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과 

진리·봉사·실천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참 의료인을 양성합니다.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학과소개 SCH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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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균형 있는 교육으로 자연과학의

폭넓은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인을 배출합니다.

화학과

4차 산업혁명 및 뉴 노멀 시대의 핵심 과학  

기술 분야로 부상하는 바이오·친환경·에너지·

첨단소재 분야의 중심에서 관련 연구 및 산업 

분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배양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 연구소 

: 국책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정밀

화학종합지원센터 등), 기업 연구소 / 기업 :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제약·화장품, 신소재·배터리·

에너지 관련 기업 / 공무원 : 기술직 공무원

식품영양학과

식품, 영양,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식생활 운영, 식품자원의 연구 및  

개발, 영양과 질병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학습 

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습득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학교 영양사, 교육 영양사, 영양

교사 / 연구소 및 국가기관 : 식품연구소, 식품영양 관련 

산업체 연구원, 보건복지부 및 농촌진흥청 / 기타 : 식품

위생사, 산업체 영양사, 외식상품 개발, 푸드스타일리

스트, 푸드컨설턴트, 영양컨설턴트, 식품회사 창업

환경보건학과

산업활동과 생활환경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고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피해

를 예방하고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전문가 육성

졸업 후 진로 작업환경관리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 대한

산업보건협회 등 전국 250여 개 기관 CEO 및 전문가 

/ 기업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보건관리자 채용 법적 

의무 / 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등의 연구원 / 그 외 : 보건 분야 공무원, 대학원 

진학

생명과학과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지식과 연구를 바탕 

으로 하여, 생명과학 관련 분야 및 타 분야와  

소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생물학 

교사 /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국립생태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중앙내수면연구소, 충남테크노 

파크, 국립중앙과학관, 충남발전연구원, 질병관리청 등

스포츠과학과

미래사회의 우수한 체육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체육과학 이론의 연구와 다양한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의 실습을 통해 지·덕·체를 겸비한 전문 

체육인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졸업 후 진로 경기 : 실업 및 프로선수, 코치 및 감독,  

심판 / 교육 : 체육교사, 경기지도자 / 건강체력관리 

: 운동처방사, 재활치료사 등 / 경영 및 행정 : 스포츠 

에이전트와 스포츠마케터, 스포츠 외교가, 레저스포

츠사업가 등 / 연구 : 대학교수, 스포츠 관련 연구원 

/ 언론 및 논설 : 스포츠 해설위원 및 평론가, 스포츠  

기자 등

사회체육학과

각종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도자의 기량을 함양 

하고 각종 생활체육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교육하며, 대중화된 스포츠 분야를 체계

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도자 배출

졸업 후 진로 경영 및 행정 : 스포츠에이전트 및 마케터, 

스포츠 행정 및 사무 / 생활체육지도자 : 종목별 강사, 

말 조련사, 체육회 지도자 / 경호 : 정부기관 및 산업 

시설 관리, 사설 경호업무 / 언론 및 논설 : 스포츠  

해설위원 및 평론가 / 건강체력관리 : 운동처방사,  

재활치료사 / 교육 : 체육교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사 등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와 인체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연구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해 건강

수명 연장 및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미래 건강산업 선도

졸업 후 진로 보건소 및 병원 등 의료기관, 프로스포츠팀  

및 스포츠 재활센터, 스포츠 관련 연구소, 체육 관련 

산학기관, 웰빙 및 실버산업 분야,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운동처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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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2022년 : 6명 

2021년 이전 : 50명 합격

특수교육과  

2022년 : 20명(수석합격 포함) 

2021년 이전 : 31명 합격

사범계 임용고시 다수 합격

유아교육과

유아교육·보육 현장과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이론과 현장 간 연계를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국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교육 행정사 / 연구 : 육아종합 

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전문요원, 유아교육 관련 

대학원 진학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양성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일반 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

사(초등), 장애인 복지관의 특수교사, 발달센터교사, 

해외 특수교사 / 의학계 : 언어치료, 학습치료센터,  

병원의 언어·학습·놀이 치료사 / 연구소 : 장애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영재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인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전문적 

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상담 교사 양성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 상담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청소년 상담 기관 / 평생교육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평생학습관 / 그 외 : 직업상담 관련 기관,  

교정직 공무원, 기업 사회공헌팀 등

법학과

사회 및 국가 공동체가 정당한 법에 의해 운영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법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통해 건전한  

법치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법조계 : 로스쿨 진학 후 판사·검사·변호사  

/ 공직 : 일반행정직·경찰·법원·국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 연구직 : 한국법제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 기업 : 기업 내 법무·인사·노무·일반 

관리 분야 / 교육직 : 사회교사 / 금융 : 자산운용가, 투자

분석가 등

행정학과

다양한 행정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인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행정학적 역량을 소유한 

공공인재 육성

졸업 후 진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 세무직, 소방직 / 공기업 및 공공

기관의 행정관리직 / 민간기업 및 비정부기구(NGO)

의 사무관리직 등

경찰행정학과

경찰과 기타 형사사법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찰행정학 및 형사사법의 이론을 습득해 응용 

할 수 있는 전공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문

졸업 후 진로 경찰직 : 일반경찰 및 해양경찰(경찰 

간부, 순경) / 형사사법기관 : 검찰, 교정, 보호관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정보원, 지역인재 7급, 

소방 / 그 외 : 대학원 진학, 에스원 등 민간경비회사

사회복지학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예방, 감소 및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실천기법을 조화시킬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

졸업 후 진로 이용 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관공서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호관찰관 / 공기업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 의료 분야(의료/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여성 및 

가족 분야 : 가족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창의적인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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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학생이 행복하고 사회와 기업에 인정받는 인재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

와 좋은 태도를 기초로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비즈니스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 : 금융기관, 광고회사, 인터넷·

유통·무역·호텔·여행사·외식산업 / 공공기관 : 정부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방송기관 / 비영리 부분 : 

학교, 병원, NGO / 기타 : 창업, 회계사,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노무관리사, 투자전문가, 예술경영 분야 등

국제통상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이론과 실무기법을 

교육·연구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출 증대와 국가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무역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무역 : 무역사무원, 무역금융사무원, 해외 

영업·마케팅 / 물류·유통 : 생산/재고관리, 3PL전략 

기획·영업, SCM운영, 수·배송 네트워크관리, 전자 

상거래 / 경영 : 경영기획, 일반행정, 마케팅, MD /  

공공기관 :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 그 외 : 관세사, SW프로그래머 등

관광경영학과

효과적인 관광 사업을 위한 관련 지식을 연구

하는 학문으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 

국가전략 사업인 관광 분야의 전문 경영인 육성

졸업 후 진로 호텔·숙박업계 취업 / 음식·음료업계  

관리자 및 직원 / 항공 : 기내승무원, 탑승소속, 화물, 

보안 등 지상직, 면세점 / 회의·이벤트 : 국제회의 기획사, 

전시기획자 / 관광시설·레저 : 카지노 딜러, 테마파크 

직원, 골프 리조트 직원 / 관광연구·교육자 / 관광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 기타 : VR 관광 콘텐츠 기획자 등

경제금융학과

금융의 3대 축인 은행, 증권, 보험 분야를 비롯

해 자산관리를 학습하여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

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

졸업 후 진로 금융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공기업) / 전문직 : 투자상담사, 자산관리사, 

손해사정사, 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기타 : 교육 

및 연구기관, 무역회사 유통회사, 제조회사 등

IT금융경영학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맞추어 개편된 IT와  

금융의 융합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금융 IT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

졸업 후 진로 은행자산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 국제

재무분석가, 공인회계사, 증권투자상담사, 손해사정사, 

재무위험관리사, 보험심사역, 데이터분석전문가, 경영

빅데이터분석사 등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글로벌 문화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K-Content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산업 실무현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식견 배양

졸업 후 진로 미디어·콘텐츠 : 콘텐츠 PD, 기자, 콘텐츠 

기획 및 유통·배급, 마케팅 / 공연 전시 : 공연기획사, 

연예매니지먼트사, 전시기획사 / 문화예술단체 :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 관광·여가 : 숙박 및 교통 관련 기업의 

상품·서비스기획 / 공무원 및 공공기관 : 국가(지방직) 

공무원, 문화산업 관련 국가(지방) 공공기관의 행정사무

회계학과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본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양성

졸업 후 진로 영리 기업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광고회사, 인터넷·유통·무역·호텔·여행사·외식산업 

/ 비영리 부문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언론 

및 방송기관, 학교, 병원, NGO, 예술, 문화단체 / 회계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경영 컨설턴트, 재무분석가, 

투자전문가 / 기타 : 창업

글로벌경영대학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을 경영, 경제 등의  

관점에서 통찰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재원을 배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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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전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지식을  

습득하여 컴퓨팅 제반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전문가로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주역을 양성

졸업 후 진로 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구정보

보호연구소 / 산업체 : 삼성전자, LG 전자, LG CNS, KT, 

SK, NHN, ThinkWare, 미국 Techwell, CJmall / 회사·

병원·금융·관공서 : 신세계, 순천향병원, 차병원 등

정보통신공학과

통신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네트워크, 통신 보안에  

이르는 ICT 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졸업 후 진로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 : SKT, 

KT, LG U+ / 무선통신 시스템 및 회로 기업 : 삼성 

전자, LG전자 외 외국계 기업 / 개발자 : 통신 시스템·

회로·휴대폰 개발 엔지니어, IOT 시스템 및 환경 개발자  

/ 관리자 : 통신 보안 및 암호화 기술, 통신 서비스  

관리자 / 그 외 : 대학 교수, 국가 연구소 연구원, 기업 

임원 등

전자공학과

전자, 전기, 자기를 이용하는 다양한 장비 및  

시스템을 공부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학문으로, 공학교육인증을 통해 우수한 

전자공학도 양성에 기여

졸업 후 진로 시스템 엔지니어 : 산업시스템 엔지니어,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운영 관리자, 프로젝트 

엔지니어, 로봇 공학 엔지니어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정보검색사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컴퓨터 게임 개발자, 웹 개발자, 상용 및 임베

디드 S/W 개발자 /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 등

전기공학과

기존의 전기, 전자, 통신 및 제어공학을 접목시킨  

융합기술을 교육하여 21세기 지능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창의적인 공학자 육성

졸업 후 진로 공기업 : 정부 및 한국전력공사 / 대기업 

: 삼성, LG / 정부출연연구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 기타 : 국내외 유망 중소기업, 중등

교사, 관련 전공 분야 기술 응용 기업체 등

전자정보공학과

초연결·초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디스플레이·반도체·전력시스템·로봇·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과 실습 장비를 갖추어 

미래 IT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산업계 : 전기·전자·SW 관련 광범위한  

기업에서 연구, 개발, 기획, 영업 등 다양한 직군 /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등의 발전 공기업 / 스타트업 : 

IT 기술 기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교내 창업지원)

나노화학공학과

화학공학 산업과 나노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로  

하며, 과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기업체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 

및 병원 연구소, 석유화학공업, 전자회사, 생물화학 

공업, 고분자 관련 회사, 화장품공업, 자동차부품공업,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 제약회사 등

에너지환경공학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 등을 통해 창의적인 공학인 양성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 환경직 공무원, 한국환경 

공단, 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업체 : 환경컨설팅기업,  

환경관리기업, 환경측정기업, 발전 관련 기업 등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21세기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다양한 영역의 산업에 적용하여  

과학기술을 견인할 수 있는 지식을 탐구

졸업 후 진로 금속재료산업기사, 세라믹기사, 표면처리 

산업기사, 금속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 

비파괴검사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소재·부품· 

장비 관련 기업체 및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취업

기계공학과

정보화·전산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

경을 조성하고, 첨단 CAD실 구축을 통해 설계,  

해석, 평가 등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 

하며, 창의적 사고력이 있는 기계공학도 양성

졸업 후 진로 설계 및 개발 엔지니어, 생산기술 엔지니어, 

품질관리 엔지니어, 생산관리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연구원, 교육기관 등

공과대학

SW융합대학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문을 교수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합니다.

AI·SW융합교육의 확산을 위해 

자기주도적 설계전공을 확대하고 

융합 연구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웰라이프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AI·SW 혁신 인재를 키워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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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경영학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문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통섭형 창의 역량을 갖춘  

보건행정, 의료경영, 보건의료정보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행정 및 의료정보 관리 : 대학병원, 대한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 정부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타 :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업체, 임상시험 

관리업체 등 / 대학원 진학 : 보건정책, 병원경영 분야

의료생명공학과

강도 높은 실험 및 실습을 통한 핵심 생명공학 

기술 습득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며,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집중 교육으로 대학원 진학 맞춤형 교육 실시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대학원 진학 및 석·박사 학위 취득 

/ 중견기업 취업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연구소, 병원 

연구소 취업 / 보건 및 환경 관련 공무원

의료IT공학과

미래 의료·건강 산업을 선도하는 헬스케어와 IT

가 융합하는 특성화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의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문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산업계 : 대형병원 전산실 및 의공실,  

의료기기 SW/HW 개발 기업, 의료정보기술 기업,  

의료기기규제 컨설팅 기업, 의료인공지능 기업 일반 IT 

및 SW 기업 / 연구소 : 의공학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대학병원 의료기기 관련 연구소 /  

대학원 : 석·박사 과정 진학(BK21 FOUR 지원 가능)

임상병리학과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임상병리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으로, 본 학과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가능

졸업 후 진로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임상생리검사실 / 보건소, 교육청,  

출입국 관리소, 검역소,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 질병 

관리청 / 적십자혈액원, 보건직공무원, 환경부 산하의 

기관 등과 같은 관공서 및 제약회사, 식품회사 / 의학전문

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의사 또는 교수

작업치료학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독립성을 최대화 및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 및 혁신을 갖춘 작업치료사 양성

졸업 후 진로 병원 : 종합·대학병원, 재활병원, 요양 

병원 / 지역사회: 아동발달 및 심리센터, 치매안심 

센터, 정신재활시설, 요양원 / 공공기관 :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무원 : 보건직, 의료

기술직, 경찰(의료사고 분야) / 연구소 : 장애 및 보건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국립재활원) 등

의약공학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의약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초과학,  

의료학, 약학, 공학 등이 복합된 다학제적  

의약바이오 분야의 교육과 실습으로 실무 융·복합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제약업 : 제약회사, 바이오산업체 / 일반

대학원 : 교육 계열, 대학 연구소 / 연구소 : 정부출연 

및 기업 부설 연구소 등

의공학과

기계 및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기술을 

의료·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적용하는 융합학문 

으로 건강수명 시대 도래에 따라 새로운 헬스 

케어 체제의 변환을 주도할 의공학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산업계 : 의료기기 관련 회사(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영업),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일반 기계 및 전기전자 관련 회사 등 / 연구소  

: 의공학 관련 연구소, 기계 및 전자 관련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의 기초 이론부터 최첨단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교육을 실시,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핵심 개념 및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여 

IT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인력 양성

졸업 후 진로 IT 컨설턴트 : 전자적자원관리 컨설턴트, 

지식관리 컨설턴트 / 시스템 엔지니어 : 컴퓨터시스템 

및 산업시스템,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 / 정보 보안 전문가  

: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 DB 관리자 :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정보검색사 / 정부 및 기관 연구원 :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및 원천 기술 연구원 등

정보보호학과

2001년 한국 최초로 신설된 학과로 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및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졸업 후 진로 정보보호 전문기업 : 안랩, 시큐아이, 이글루

시큐리티, 윈스, 이니텍, ADT캡스 인포섹 / 정부기관 : 

국가정보원, 사이버수사대, 국방부 / 정부출연 연구소 :  

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금융보안연구소 / 국가공인 인증기관 : 한국전산원, 

금융결재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메타버스&게임학과

메타버스·게임의 비즈니스 생태계의 이해를  

토대로 시나리오 기획, 콘텐츠 제작, 그래픽 개발, 

프로그래밍 등을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

이며 현장 실무에 강한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업체, 

국내외 게임 산업 관련 업체,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콘텐츠 제작 업체, 정보기술  

관련 연구소 등 / 게임 기획자 및 프로그래머, 소프트

웨어 개발자, 정보통신 관련 개발자 및 연구원, 소프트

웨어·인공지능·메타버스·게임 관련 창업 등

의료과학대학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를 융합한 스마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융합 지식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21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



한국문화콘텐츠학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 게임,  

트랜스미디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습득

졸업 후 진로 영상 : 영상, 애니, MCN, OTT 등 기획 분

야, 스토리텔링, 작가 / 게임 : 게임 기획, 제작, 레벨 디

자이너 등 개발자, 기획자, 작가 / 출판 : 출판 기획, 편집 

등 출판 전문가, 작가 / 정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정부 기관, 지자체 

유관 기관

영미학과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취적 역량을 

배양하고, 영어 능력과 응용력, 잠재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홍보 마케팅 : 국내외 기업 / 사회 서비스 

: 항공, 관광, 의료관광, 전문 헬스케어 / 문화콘텐츠 :  

영어권 문화콘텐츠 전문가 / 경제통상 : 국내 및 다국적 

기업 무역사무, 해외영업 / 언론 출판 : 통역, 번역, 출판사, 

신문사, 방송사 / 공공기관 : 국제회의전문가 / 정치·외교 

: 외교관, 전문연구원 / 교육 : 교수, 강사 등

중국학과

G2시대를 맞아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중국어는 물론 중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법률 

등 다방면에 능통한 중국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정치·외교 : 외교 공무원, 정책 연구원, 타국 

공관 진출 / 경제·통상 : 무역관리사, 국제무역사, 물류  

전문가 / 어학 : 번역가, 중국어 강사, 통역 전문가, 관광 

통역사 / 사회 서비스 : 항공 서비스업, 공항, 공공기관, 

관광업, 의료관광업 / 교육 : 교수, 교사, 글로벌 교육  

기업, 어학원 강사, 대학원 진학, 학예사, 문화 해설사 등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 관련 전문지식 함양 및 합리적 비판의식을 

고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미디어아트 및 미래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저널리즘 : 기자, 방송작가, PD, 미디어 

교육전문가 / 문화콘텐츠 : 기획·다큐멘터리·공연 프로

듀서, 예능·미디어 기획자, 축제기획 디렉터 / 영상제작 

: 영상프로듀서, 영상 편집자, 감독 / 데이터 커뮤니케

이션&비즈니스 : 데이터기획자, 데이터분석자, 콘텐츠 

유통MD / 홍보광고 : 홍보·광고대행사 AE,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홍보

건축학과(5)

미래건축 분야와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건축적 견문을 높이는 답사 프로그램 

을 병행하여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전문 건축 

인재 육성

졸업 후 진로 설계사무소, 시공회사, CM사 / 글로벌 : 

해외 건축 설계 및 시공회사, 건축학 분야 해외 대학

원 진학 / 인문사회 : 도시 분야, 도시재생센터, 도시건

축 연구소, 컨설팅기관 / 예술(디자인) : 인테리어, 공공 

디자인 분야 / 공학(디지털건축) : BIM, 건축IT, 3D프린팅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애니메이션 영상산업과 디지털 영상미디어 환경

에서 창의적 발상과 예술적 표현력을 갖춘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융합형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애니메이션 : 감독, 애니메이터, 컨셉디자

이너, 모델러 / 방송·광고·영화 : 광고·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컴퓨터그래픽(CGI),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 조형

디자인 : 3D 프린팅, 피규어디자인 / 디자인·편집 : 일러

스트레이터, 멀티미디어 디자인 / 3D컴퓨터 시뮬레이션 

: 건축, 과학, 의학, 군사 / 교직 및 연구 : 교수, 연구원 등

AI·빅데이터학과

데이터의 생성, 수집, 분석, 활용, 유통, 저장 등 

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졸업 후 진로 데이터·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머신러닝 엔지니어,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빅데이터 

시각화 및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빅데이터컨설턴트  

기획자 /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인터넷포털  

기업, 병원 및 제약업체,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사, 

부동산 등), 컨설팅 업체, 광고기획, 게임회사, 여론조사

기관, 연구소 등

사물인터넷학과

지능화된 사물들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효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초기술에서  

응용 기술까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겸비한 

엔지니어를 양성

졸업 후 진로 IoT플랫폼 및 디바이스 개발, 프로그래머,  

인공지능 개발, 임베디드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앱·웹 개발 및 기획, IoT 서비스 기획 및 영업, 시스

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설계 및 관리 등 / 사물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업, 국책 

및 기업체 연구소 진출, 국내외 대학원 진학, 창업 등

스마트자동차학과

프로그래밍과 자동차 공학을 바탕으로 인공 

지능, 빅데이터 및 사물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을 

접목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실무에 강한 창의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기관 : 자동차ICT 

기업, 스마트모빌리티기업(e-모빌리티), 장비, 설비 

기업(연구, 생산 등), 엔지니어링기업(연구용역, 컨설팅), 

연구기관, 정부기관, 변리사, 공무원 / 전자부품 대중소  

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모비스, 만도기계 / 완제품  

자동차 대기업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 등

에너지공학과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산업을 이끌어갈 실무 중심의 공학자 양성

졸업 후 진로 산업계 :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BM, 에코프로, 동진, 삼화콘덴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파낙스이텍, LS산전, 일진머티리얼즈 /  

정부 출연 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KIST,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전력공사 등

공연영상학과

공연 및 영상 분야에서 활동할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전문  

교육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공연영상콘텐츠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교육 : 교수, 문화예술교육사, 초중등  

실기교사 / 예술 : 배우(연극, 뮤지컬, 매체), 스태프(예술 

감독, 무대기술 전문가, 특수분장사), 희곡 작가, 공연

기획 전문가, 공연 및 영화비평가, 영화감독, 촬영 및 

편집감독, 영화 프로듀서, 방송 PD, 영화 마케팅 전문가, 

게임기획 제작

공학과 예술의 복합으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미래의 산업수요에 알맞은

문화, 기술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경험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SCH미디어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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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공학과

4차 산업혁명과 산업정책에 따라 제조업의 제조 

공정 혁신, 성장 활력 제고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도입이 확대됨에 따른 운용 

실무자 양성

졸업 후 진로 기계요소설계, 기계소프트웨어개발, 로봇 

기구,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가 등의 스마트팩토리 

산업 분야 전문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확대로 2차전지, 수소에

너지, 전기/전자공학, 디스플레이,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통섭형 창의 엔지니어 양성

졸업 후 진로 전기 및 수소 자동차, 2차전지, 수소에너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분야 전문가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화학공학 분야와 바이오기술(BT) 분야의 융합을  

통해 충청남도 화학 전략 산업 분야의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

졸업 후 진로 바이오의약품, 제약, 기능성 소재, 화장품 

및 나노화학 분야 전문가

창의라이프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학년 학생에게 전공 진입 전 1년간 지도교수  

지도 하에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전공 : 한국

어 교사, 한국어 교수, 통역가 / 국제학전공 : 외교관, 

국제회의전문가, 정부기관 및 국영 기업체, 행정공무원, 

통역가, 번역가 / 국제보건학전공 : 병원행정사, 보건 

및 일반행정직, 보건의료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의료

사업체, 제약회사

향설나눔대학

세계무대에서 전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교육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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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요약

모집
시기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실질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교과 출석 서류 면접 수능 실기 실적

수시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597 일괄합산 100(100)

적용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47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차상위계층전형) 5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545

1단계
(5배수)

100(100)

적용
하지
않음

2단계 60(60) 40(40)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계층전형) 46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45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30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10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340

1단계
(4배수)

100(100)

2단계 70(70) 30(30)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메타버스전형 230

1단계
(4배수)

100(100)

2단계 70(70) 30(30)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12

1단계
(4배수)

100(100)

2단계 70(70) 30(30)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메타휴먼전형 93

1단계
(4배수)

100(100)

2단계 70(70) 30(30)

학생부종합(기초·차상위계층전형) 4

1단계
(4배수)

100(100)

2단계 70(70) 30(30)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4

1단계
(4배수)

100(100)

2단계 70(70) 30(30)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0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130

1단계
(5배수)

100(100)

2단계 10(10) 90(90)

실기/실적 
(일반학생전형)

스포츠과학과 17 일괄합산 30(30) 70(70)

사회체육학과 19 일괄합산 30(30) 70(70)

스포츠의학과 15 일괄합산 40(40) 60(60)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15 일괄합산 40(40) 60(60)

공연영상학과 20 일괄합산 20(20) 80(80)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8 일괄합산 27(7.2) 3(0.8) 70(92)

정시

수능(일반학생전형)(가군) 47 일괄합산 100(100)

적용
하지
않음

수능(일반학생전형)(나군) 116 일괄합산 100(100)

수능(일반학생전형)(다군) 157 일괄합산 100(100)

수능(지역인재전형)(다군) - 일괄합산 100(100)

수능(지역인재-기초·차상위계층전형)(다군) - 일괄합산 100(100)

실기/실적 
(일반학생전형) 
(다군)

스포츠과학과 10 일괄합산 30(30) 70(70)

사회체육학과 16 일괄합산 30(30) 70(70)

스포츠의학과 20 일괄합산 40(40) 60(60)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15 일괄합산 40(40) 60(60)

공연영상학과 10 일괄합산 20(20) 80(80)

수능(기초·차상위계층전형) - 일괄합산 100(100)

수능(농어촌학생전형) -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가군) - 일괄합산 100(100)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나군) -

1단계
(5배수)

100(100)

2단계 10(10) 90(90)

합계 2,653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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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교유형별 지원자격

모집
시기

전형명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검정
고시

영재
학교

외국고
직업 대안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
스터고

수시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 ○ ○ ○ ○ ○ ○ ○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 ○ ○ ○ ○ X ○ X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 ○ ○ ○ X ○ X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전형)
○ ○ ○ ○ ○ X ○ X

학생부교과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 ○ ○ ○ ○ ○ ○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 ○ X X X X X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X* ○ X X X X X X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 X X X X X X X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 ○ ○ ○ ○ ○ ○ ○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메타버스전형
○ ○ ○ ○ ○ X ○ X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 ○ ○ ○ ○ ○ ○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메타휴먼전형

저소득층 ○ ○ ○ ○ ○ ○ ○ ○

농어촌학생 ○ ○ ○ X X X X X

국가보훈대상자 ○ ○ ○ ○ ○ ○ ○ ○

만학도 ○ ○ ○ ○ ○ ○ ○ ○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 ○ ○ ○ ○ ○ ○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 ○ X X X X X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X** ○ X X ○ X X X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 ○ ○ ○ ○ ○ ○ X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 ○ ○ ○ ○ ○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 ○ ○ ○ ○ X ○ X

정시

수능(일반학생전형) ○ ○ ○ ○ ○ ○ ○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 ○ ○ ○ ○ ○ ○

*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한 자’는 지원 가능

**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한 자’ 및 ‘일반고 재학하는 동안 직업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지원 가능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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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

및 

모집

인원

변경

수시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785명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597명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545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35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47명

학생부교과

(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5명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70명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86명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9명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8명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415명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340명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255명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메타버스전형 230명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12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90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메타휴먼전형 93명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46명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46명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4명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4명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45명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45명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4명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4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30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30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0명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0명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130명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130명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10명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10명

재외국민과외국인(입학정원 2%) 47명 재외국민과외국인(입학정원 2%) 47명

정시
수능(일반학생전형(나군))

수능(일반학생전형(다군))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다군))

224명

402명

71명

수능(일반학생전형(가군))

수능(일반학생전형(나군))

수능(일반학생전형(다군))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다군))

47명

116명

157명

71명

전형

신설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545명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단계별 전형 1단계(5배수) + 2단계(면접)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5명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일괄합산(교과성적 100%)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12명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 단계별 전형 1단계(4배수) + 2단계(면접)

모집단위 신설 메타버스&게임학과 40명

모집단위명

변경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빅데이터공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의공학과

AI·빅데이터학과

에너지공학과

교과성적

반영방법

변경

학생부교과전형(모든 전형)

- [인문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 전 과목

학생부교과(모든 전형)_교과면접전형 제외, 

실기/실적(일반학생, 체육특기자전형)

-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우수 3개 교과 전 과목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우수 15개 과목

디지털애니

메이션학과
수시모집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실시 수시모집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실시

학생부종합전형

단계 선발
1단계 : 3배수 선발 1단계 : 4배수 선발

정시모집

군 변경

[다군]

화학과, 환경보건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글로벌문화산업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스

마트자동차학과

[가군]

화학과, 환경보건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글로벌문화산업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스

마트자동차학과

I.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변경사항)

SOON CHUN HYANG UNIVERSITY28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비고

의과대학
의예과 93

간호학과 65 교직과정 설치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32 교직과정 설치

식품영양학과  45 교직과정 설치

환경보건학과  49 교직과정 설치

생명과학과 53 교직과정 설치

스포츠과학과 38

사회체육학과 39

스포츠의학과 39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40 사범계열

특수교육과 30 사범계열

청소년교육·상담학과 42 교직과정 설치

법학과 40

행정학과 38

경찰행정학과 37

사회복지학과 45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44

국제통상학과 70

관광경영학과 50

경제금융학과 50

IT금융경영학과 58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0

회계학과 30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53 교직과정 설치

정보통신공학과 46 공학인증

전자공학과 48 공학인증

전기공학과 55 교직과정 설치

전자정보공학과 45

나노화학공학과 44 교직과정 설치, 공학인증

에너지환경공학과 40 공학인증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0

기계공학과 44 공학인증

SW융합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4 교직과정 설치

정보보호학과 50

메타버스&게임학과 40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39

의료생명공학과 40

의료IT공학과 46

임상병리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의약공학과 40

의공학과 30

SCH미디어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0

영미학과 50

중국학과 4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5

건축학과(5) 40 5년제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30

AI·빅데이터학과 40

사물인터넷학과 45

스마트자동차학과 45

에너지공학과 40

공연영상학과 30

향설나눔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

합계 2,352

※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3학년도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가능 인원은 추후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학인증’이 표기된 학과는 공학교육인증 전문 프로그램 운영 학과임

  공학교육인증제 시행학과의 모든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하는 졸업기준을 만족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공학교육인증 단일인증제)

II. 모집단위(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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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 내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
실기
/실적

교과
우수자

교과
면접

지역
인재

지역
기초

일반
학생

지역
인재

SW
융합

고른
기회

일반
학생

체육
특기자

일반학생
지역
인재

지역
기초

일반
학생

가 나 다 다 다 다

의과

대학

의예과 93 20 31 3 6 7 26

간호학과♥ 65 20 16 2 6 5 16

자연

과학

대학

화학과♥ 32 9 9 4 4 2 4
식품영양학과♥ 45 11 14 7 5 2 6
환경보건학과♥ 49 15 14 7 5 2 6
생명과학과♥ 53 17 10 10 6 2 8
스포츠과학과 38 5 2 17 4 10
사회체육학과 39 19 4 16
스포츠의학과 39 2 2 15 20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유아교육과◈ 40 10 10 6 6 2 6
특수교육과◈ 30 7 8 6 3 2 4
청소년교육·상담학과♥ 42 6 8 12 6 3 7
법학과 40 11 10 7 5 2 5
행정학과 38 9 10 7 5 2 5
경찰행정학과 37 6 10 7 5 2 7
사회복지학과 45 8 10 12 7 2 6

글로벌

경영

대학

경영학과 44 11 14 7 5 2 5
국제통상학과 70 22 14 12 8 3 11
관광경영학과 50 12 14 9 6 2 7
경제금융학과 50 18 14 6 4 2 6
IT금융경영학과 58 22 14 6 5 2 9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0 10 10 3 3 2 3
회계학과 30 5 12 3 3 2 5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53 19 14 7 4 2 7
정보통신공학과 46 17 12 6 4 2 5
전자공학과 48 16 14 6 4 2 6
전기공학과♥ 55 28 8 6 4 2 7
전자정보공학과 45 16 12 6 3 2 6
나노화학공학과♥ 44 10 14 7 5 2 6
에너지환경공학과 40 10 14 6 3 2 5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0 17 14 6 4 2 7
기계공학과 44 8 14 8 6 2 6

SW융합

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4 17 12 7 5 2 2 9
정보보호학과 50 13 12 8 6 2 2 7
메타버스&게임학과 40 16 6 6 4 2 6

의료

과학

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39 7 14 6 4 2 6
의료생명공학과 40 7 14 7 4 2 6
의료IT공학과 46 17 12 4 3 2 2 6
임상병리학과 40 10 10 7 5 2 6
작업치료학과 40 10 12 6 5 2 5
의약공학과 40 10 12 6 5 2 5
의공학과 30 5 9 6 3 2 5

SCH

미디어

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0 5 7 7 5 2 4
영미학과 50 17 14 7 3 2 7
중국학과 45 12 14 7 3 2 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5 12 14 12 8 3 7
건축학과(5)★ 40 6 10 10 7 2 5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30 15 15
AI·빅데이터학과 40 9 12 6 3 2 2 6
사물인터넷학과 45 13 12 6 4 2 2 6
스마트자동차학과 45 12 14 7 5 2 5
에너지공학과 40 9 14 6 4 2 5
공연영상학과 30 20 10

향설나눔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 1

합계 2,352 597 545 47 5 340 230 12 93 86 8 47 116 157 71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 표기가 된 건축학과는 5년제

다. ◈ 표기가 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는 사범계열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라. ♥ 표기가 된 비사범계열 모집단위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 2023학년도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가능 인원은 추후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및 선발함

바. 의과대학 의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2020. 3. 1. ~ 2024. 2. 29.), 의과대학 간호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2020. 6. 11. ~ 2025. 6. 10.)

III.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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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 외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기초·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서해5도
학생

기초·
차상위
계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졸

재직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최대
선발

모집
인원

최대
선발

모집
인원

최대
선발

모집
인원

최대
선발

모집
인원

모집
인원

모집
인원

모집
인원

모집
인원

의과

대학

의예과 93 2 2

간호학과♥ 65 2 2

자연

과학

대학

화학과♥ 32 3 이내

46

3 이내

45

3 이내

30

1 이내

10

식품영양학과♥ 45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환경보건학과♥ 49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생명과학과♥ 53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유아교육과◈ 40 2 이내 2 이내

특수교육과◈ 30 1 이내 2 이내

청소년교육·상담학과♥ 42 4 이내 4 이내 2 이내

법학과 40 4 이내 4 이내 2 이내

행정학과 38 3 이내 3 이내 1 이내

경찰행정학과 37 3 이내 3 이내 1 이내

사회복지학과 45 4 이내 4 이내 2 이내

글로벌

경영

대학

경영학과 44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30

국제통상학과 70 7 이내 7 이내 7 이내 3 이내

관광경영학과 50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경제금융학과 50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IT금융경영학과 58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0 3 이내 3 이내 3 이내 1 이내

회계학과 30 3 이내 3 이내 3 이내 1 이내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53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정보통신공학과 46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전자공학과 48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전기공학과♥ 55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전자정보공학과 45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나노화학공학과♥ 44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에너지환경공학과 40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0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기계공학과 44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SW융합

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4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정보보호학과 50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메타버스&게임학과 40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의료

과학

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39 3 이내 3 이내 1 이내

의료생명공학과 40 4 이내 4 이내 2 이내

의료IT공학과 46 4 이내 4 이내 2 이내

임상병리학과 40 4 이내 4 이내 2 이내

작업치료학과 40 4 이내 4 이내 2 이내

의약공학과 40 4 이내 4 이내 2 이내

의공학과 30 3 이내 3 이내 1 이내

SCH

미디어

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0 3 이내 3 이내 3 이내 1 이내

영미학과 50 5 이내 5 이내 2 이내

중국학과 45 4 이내 4 이내 2 이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5 5 이내 5 이내 5 이내 2 이내

건축학과(5)★ 40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AI·빅데이터학과 40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사물인터넷학과 45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스마트자동차학과 45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에너지공학과 40 4 이내 4 이내 4 이내 2 이내

공연영상학과 30 3 이내

창의

라이프

대학

스마트팩토리공학과 50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40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40

합계 46 45 30 10 4 4 30 130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 표기가 된 건축학과는 5년제

다. ◈ 표기가 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는 사범계열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라. ♥ 표기가 된 비사범계열 모집단위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음

 ※ 2023학년도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 가능 인원은 추후 교육부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 및 선발함

바. 의과대학 의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2020. 3. 1. ~ 2024. 2. 29.), 의과대학 간호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2020. 6. 11. ~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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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9. 13.(화) ~ 9. 17.(토) 18:00까지

서류제출

9. 20.(화) 17:00까지

[등기우편은 9. 20.(화)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p.72 ~ p.79 참조]

실기고사 세부일정 안내 9. 28.(수) 17:00

실기고사
실기/실적

(일반학생전형)

스포츠의학과 10. 1.(토)

사회체육학과 10. 2.(일)

스포츠과학과 10. 3.(월)

공연영상학과

영화(영상)

연출제작

10. 8.(토), 9.(일)

[세부일정 안내 10. 5.(수) 17:00]

연기
10. 10.(월)*

[세부일정 안내 10. 5.(수) 17:00]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10. 10.(월)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고사 안내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10. 12.(수) 17: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10. 18.(화) 17:00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1. 11.(금) 17:00 

면접고사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10. 15.(토), 16.(일)

2일 중 1일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10. 22.(토), 23.(일), 29.(토), 30.(일)

  [p.33 참조]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11. 19.(토), 20.(일), 26.(토), 27.(일) 

4일 중 모집단위별 1일 [p.33 참조]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12. 3.(토), 4.(일)  

2일 중 모집단위별 1일[p.33 참조]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2. 3.(토) 

[p.33 참조]

합격자 발표-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11. 11.(금) 17:00 

합격자 발표 12. 15.(목) 17:00 

문서등록 12. 16.(금) 09:00 ~ 12. 19.(월) 16:00까지

충원합격 발표 12. 20.(화) ~ 12. 26.(월) 18:00까지

충원합격 문서등록 12. 21.(수) ~ 12. 27.(화)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09:00 ~ 2. 9.(목) 16:00까지

* 공연영상학과 ‘연기’유형 지원인원이 많아 1일간 실기고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0. 9.(일) ~ 10. 10.(월) 2일간 실기고사를 실시함

※ 지원인원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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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일정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교과면접)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학생부종합
(SW융합)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학생부종합
(기초·차상위)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의과대학
의예과 11. 19.(토) 11. 19.(토) 12. 3.(토) 12. 3.(토)

간호학과 11. 19.(토) 11. 19.(토) 12. 3.(토) 12. 3.(토)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0. 22.(토) 11. 19.(토) 11. 19.(토) 12. 3.(토)

식품영양학과  10. 22.(토) 11. 19.(토) 11. 19.(토) 12. 3.(토)

환경보건학과  10. 22.(토) 11. 19.(토) 11. 19.(토) 12. 3.(토)

생명과학과 10. 22.(토) 11. 26.(토) 11. 26.(토) 12. 3.(토)

스포츠과학과 11. 26.(토) 11. 26.(토)

스포츠의학과 11. 26.(토) 11. 26.(토)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10. 22.(토) 11. 20.(일) 11. 20.(일) 12. 4.(일)

특수교육과 10. 22.(토) 11. 20.(일) 11. 20.(일) 12. 4.(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0. 22.(토) 11. 19.(토) 11. 19.(토) 12. 4.(일)

법학과 10. 22.(토) 11. 27.(일) 11. 27.(일) 12. 4.(일)

행정학과 10. 22.(토) 11. 20.(일) 11. 20.(일) 12. 4.(일)

경찰행정학과 10. 22.(토) 11. 27.(일) 11. 27.(일) 12. 4.(일)

사회복지학과 10. 22.(토) 11. 27.(일) 11. 27.(일) 12. 4.(일)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10. 22.(토) 11. 26.(토) 11. 26.(토) 12. 4.(일)

국제통상학과 10. 22.(토) 11. 20.(일) 11. 20.(일) 12. 4.(일)

관광경영학과 10. 23.(일) 11. 19.(토) 11. 19.(토) 12. 4.(일)

경제금융학과 10. 23.(일) 11. 20.(일) 11. 20.(일) 12. 4.(일)

IT금융경영학과 10. 23.(일) 11. 20.(일) 11. 20.(일) 12. 4.(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10. 23.(일) 11. 27.(일) 11. 27.(일) 12. 4.(일)

회계학과 10. 23.(일) 11. 20.(일) 11. 20.(일) 12. 4.(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0. 23.(일) 11. 20.(일) 11. 20.(일) 12. 4.(일)

정보통신공학과 10. 23.(일) 11. 20.(일) 11. 20.(일) 12. 4.(일)

전자공학과 10. 23.(일) 11. 27.(일) 11. 27.(일) 12. 4.(일)

전기공학과 10. 23.(일) 11. 26.(토) 11. 26.(토) 12. 4.(일)

전자정보공학과 10. 23.(일) 11. 27.(일) 11. 27.(일) 12. 4.(일)

나노화학공학과 10. 23.(일) 11. 26.(토) 11. 26.(토) 12. 4.(일)

에너지환경공학과 10. 23.(일) 11. 27.(일) 11. 27.(일) 12. 4.(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10. 23.(일) 11. 27.(일) 11. 27.(일) 12. 4.(일)

기계공학과 10. 29.(토) 11. 26.(토) 11. 26.(토) 12. 4.(일)

SW융합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10. 29.(토) 11. 26.(토) 11. 26.(토) 11. 26.(토) 12. 4.(일)

정보보호학과 10. 29.(토) 11. 19.(토) 11. 19.(토) 11. 19.(토) 12. 4.(일)

메타버스&게임학과 10. 29.(토) 11. 19.(토) 11. 19.(토) 11. 19.(토)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10. 29.(토) 11. 20.(일) 11. 20.(일) 12. 3.(토)

의료생명공학과 10. 29.(토) 11. 20.(일) 11. 20.(일) 12. 3.(토)

의료IT공학과 10. 29.(토) 11. 19.(토) 11. 19.(토) 11. 19.(토) 12. 3.(토)

임상병리학과 10. 29.(토) 11. 26.(토) 11. 26.(토) 12. 3.(토)

작업치료학과 10. 29.(토) 11. 20.(일) 11. 20.(일) 12. 3.(토)

의약공학과 10. 29.(토) 11. 20.(일) 11. 20.(일) 12. 3.(토)

의공학과 10. 29.(토) 11. 19.(토) 11. 19.(토) 12. 3.(토)

SCH미디어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10. 30.(일) 11. 26.(토) 11. 26.(토) 12. 3.(토)

영미학과 10. 30.(일) 11. 27.(일) 11. 27.(일) 12. 3.(토)

중국학과 10. 30.(일) 11. 27.(일) 11. 27.(일) 12. 3.(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0. 30.(일) 11. 26.(토) 11. 26.(토) 12. 3.(토)

건축학과(5) 10. 30.(일) 11. 26.(토) 11. 26.(토) 12. 3.(토)

AI·빅데이터학과 10. 30.(일) 11. 27.(일) 11. 27.(일) 11. 27.(일) 12. 3.(토)

사물인터넷학과 10. 30.(일) 11. 19.(토) 11. 19.(토) 11. 19.(토) 12. 3.(토)

스마트자동차학과 10. 30.(일) 11. 26.(토) 11. 26.(토) 12. 3.(토)

에너지공학과 10. 30.(일) 11. 27.(일) 11. 27.(일) 12. 3.(토)

향설나눔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1. 27.(일)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모집단위별 면접일정 :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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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절차

1) 접수기간 : 2022. 9. 13.(화) ~ 9. 17.(토)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 접수 없음)

3) 원서접수 절차

입학원서 작성 유의사항

①  입학원서와 제출서류 검토 결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주의로 인한 입력내용 누락이나 작성오류 등의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진은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 사진 란에 등재(upload)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사진 파일을 저장·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어깨까지 나온 반명함판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사진, 옆모습, 선글라스 착용 등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사진 파일은 해상도 100, 140×180 pixel 이나 3.5×4.5cm의 ‘jpg’ 규격이어야 합니다.

③ 예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이어야 하며,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학원서의 ‘전형 기간 중 연락처’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제출마감일[2022. 9. 20.(화)]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원서접수] 배너 클릭

※ 입학처 홈페이지

(https://ipsi.sch.ac.kr)

Uwayapply 회원가입 및 

로그인

(www.uwayapply.com)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 �

�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전형료 결제

(원서접수 후 수정 및 취소, 

전형료 환불 불가)

지원 내용 및  

지원자 정보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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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및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 안내

1) 입학원서 개인정보 활용

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입학원서의 모든 개인정보는 입학전형(원서접수, 평가, 사정, 합격자 발표, 충원, 등록 및 환불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나)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대학에서 학사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며, 우리 대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고 있음

업무구분 현황 관련 법규

자퇴 및 휴학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및 제73조 2항

교육기본법 제16조 제 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제2호

자동증명발급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제15조

학력조회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

병역법 제60조 및 80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보존기간 현황 관련 법규

10년 학적 관련 제서류 (교육부)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준영구 학적 관련 DB(개인정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학사관리 업무의 범위는 학적 변동 업무(입학, 휴학, 복학, 자퇴 등), 전공 선택 업무(전과, 복수전공 등), 학생 복지 업무(장학금, 기숙사 등), 기타 

학사 업무 및 각종 서비스 신청 관련 업무로 한정함

-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는 학사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법률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정부부처,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한국

장학재단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됨

-  개인정보는 학사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학생증 발급 등의 업무를 우리 대학교로부터 위탁받은 금융업사업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됨

2)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지원자의 동의(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 동의 여부 확인)를 받아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대학교에 제공됨

 - 제공대상 :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을 제출하여야 함   

 ①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②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출신고교에 문의 바람)

 ③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 장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음

3)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는 지원자의 동의(원서접수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 동의여부 확인)를 받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온라인 제공 시스템을 통해 우리 대학교에 제공됨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지원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 장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음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차상위계층전형)를 제외한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원서접수는 가능하나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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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온라인 전산 자료 활용

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본인의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발급받은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이용

하여 온라인 제공에 동의(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동의 여부 확인)할 경우, 해당 자료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

스템(NEIS)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대학교에 제공됨(지원 당사자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사용한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이용 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공대상 : 2015년 1회차 ~ 2022년 1회차

나)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②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이상, 개명 등의 이유로 시·도교육청에서 생성한 대입전형자료와 원자료가 불일치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요청제외자’로 처리한 

경우

 

2. 합격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서 지정된 기간에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나. 합격증 및 합격자 유의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문서등록 : 온라인 문서등록(등록확인예치금은 납부하지 않음)

 - 등록기간 :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

※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포기로 처리함

※ 문서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3.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

가. 지원자의 충원합격 후보순위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합격자 중 등록 포기자 수만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며,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 발표 또는 입학원서  작성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함

 ※ 충원합격 확인은 지정된 기간에 수험생 본인이 직접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다.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충원합격 통보 시, 최초 통보 시각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3회 이상 등록 여부 결정

을 보류할 경우, 등록 포기로 처리하고 차 순위 수험생에게 합격을 통보할 수 있음

 ※ 충원합격 통보 전화 내용은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녹취됨

 ※ 충원합격 통보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입학원서에 자택 전화번호와 이동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라. 문서등록 : 지정 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로 처리함

 - 등록기간 : 추후 공지

※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포기로 처리함

※ 문서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4. 등록금 납부

가.  등록금은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로 처리함

 ① 등록금 : 추후 공지

 ② 납부기간 : 2023. 2. 7.(화) 09:00 ~ 2. 9.(목) 16:00까지

 ③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은행 방문납부, ATM,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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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20 

간호학과 20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9 

식품영양학과 11 

환경보건학과 15 

생명과학과 17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10 

특수교육과 7 

청소년교육·상담학과 6 

법학과 11 

행정학과 9 

경찰행정학과 6 

사회복지학과 8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11 

국제통상학과 22 

관광경영학과 12 

경제금융학과 18 

IT금융경영학과 22 

글로벌문화산업학과 10 

회계학과 5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19 

정보통신공학과 17 

전자공학과 16 

전기공학과 28 

전자정보공학과 16 

나노화학공학과 10 

에너지환경공학과 10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17 

기계공학과 8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17 

정보보호학과 13 

메타버스&게임학과 16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7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7 

공학 의료IT공학과 17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10 

작업치료학과 10 

의약공학과 10 

공학 의공학과 5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5 

영미학과 17 

중국학과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 

공학

건축학과(5) 6 

AI·빅데이터학과 9 

사물인터넷학과 13 

스마트자동차학과 12 

에너지공학과 9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모집인원 597 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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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단과대학(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의예과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탐구 2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탐, 과탐)
간호학과 3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탐구 2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건축학과(5)

2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인문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대학

SCH미디어랩스(건축학과(5) 제외)

2개 영역 등급 합 9 이내

의료과학대학 2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함

- 탐구영역은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만 반영함(단, 의예과, 간호학과는 탐구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함)

- 의예과, 간호학과는 직업탐구 과목을 반영하지 않음

- 의예과는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이 ‘미적분’ 또는 ‘기하’가 아닌 경우 수학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함

- 의예과는 탐구 영역 2개 과목이 모두 ‘과학탐구’가 아닌 경우, 탐구 2개 과목 평균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함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반영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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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9 

식품영양학과 14 

환경보건학과 14 

생명과학과 10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10 

특수교육과 8 

청소년교육·상담학과 8 

법학과 10 

행정학과 10 

경찰행정학과 10 

사회복지학과 10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14 

국제통상학과 14 

관광경영학과 14 

경제금융학과 14 

IT금융경영학과 14 

글로벌문화산업학과 10 

회계학과 12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14 

정보통신공학과 12 

전자공학과 14 

전기공학과 8 

전자정보공학과 12 

나노화학공학과 14 

에너지환경공학과 14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14 

기계공학과 14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12 

정보보호학과 12 

메타버스&게임학과 6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14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14 

공학 의료IT공학과 12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10 

작업치료학과 12 

의약공학과 12 

공학 의공학과 9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7 

영미학과 14 

중국학과 1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 

공학

건축학과(5) 10 

AI·빅데이터학과 12 

사물인터넷학과 12 

스마트자동차학과 14 

에너지공학과 14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교과 면접 교과 면접

1단계(5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600

최저 480 

최고 400

최저 320
60% 40%

-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면접평가 안내 p.82 참조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모집인원 545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교과 100% 

2단계 교과 60% + 면접 4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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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면접고사 결시자, 면접고사 중 부정행위, 부적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④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 (영어 → 국어 → 사회 순)

⑤ 이수단위가 높은 자 (영어 → 국어 → 사회 순)

④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 (영어 → 수학 → 과학 순)

⑤ 이수단위가 높은 자 (영어 → 수학 → 과학 순)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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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31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16

2. 지원자격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의예과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탐구 1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탐, 과탐)간호학과 3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탐구 1개)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함

- 탐구 영역은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만 반영함

- 직업탐구 과목을 반영하지 않음

- 의예과 지원자의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이 ‘미적분’ 또는 ‘기하’가 아닌 경우 수학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함

- 의예과 지원자의 선택된(최우수 등급) 탐구 1개 과목이 ‘과학탐구’가 아닌 경우 탐구 1개 과목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함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반영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47 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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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2

2. 지원자격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기준일 : 서류 제출 마감일(2022. 9. 1.(목) ~ 9. 20.(화)) 기간 중 1일 이상 해당 시 지원자격 인정

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의예과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탐구 1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탐, 과탐)간호학과 3개 영역 등급 합 10 이내(탐구 1개)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함

- 탐구 영역은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만 반영함

- 직업탐구 과목을 반영하지 않음

- 의예과 지원자의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이 ‘미적분’ 또는 ‘기하’가 아닌 경우 수학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함

- 의예과 지원자의 선택된(최우수 등급) 탐구 1개 과목이 ‘과학탐구’가 아닌 경우 탐구 1개 과목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함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반영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학생부교과(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모집인원 5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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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통합 선발)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3

식품영양학과 4

환경보건학과 4

생명과학과 5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2

특수교육과 1

청소년교육·상담학과 4

법학과 4

행정학과 3

경찰행정학과 3

사회복지학과 4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4

국제통상학과 7

관광경영학과 5

경제금융학과 5

IT금융경영학과 5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

회계학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5

정보통신공학과 4

전자공학과 4

전기공학과 5

전자정보공학과 4

나노화학공학과 4

에너지환경공학과 4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

기계공학과 4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

정보보호학과 5

메타버스&게임학과 4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3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4

공학 의료IT공학과 4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4

작업치료학과 4

의약공학과 4

공학 의공학과 3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

영미학과 5

중국학과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

공학

건축학과(5) 4

AI·빅데이터학과 4

사물인터넷학과 4

스마트자동차학과 4

에너지공학과 4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기준일 : 서류 제출 마감일(2022. 9. 1.(목) ~ 9. 20.(화)) 기간 중 1일 이상 해당 시 지원자격 인정

 

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학생부교과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모집인원 46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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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모집인원 범위 내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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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통합 선발)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3

식품영양학과 4

환경보건학과 4

생명과학과 5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2

특수교육과 2

청소년교육·상담학과 4

법학과 4

행정학과 3

경찰행정학과 3

사회복지학과 4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4

국제통상학과 7

관광경영학과 5

경제금융학과 5

IT금융경영학과 5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

회계학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5

정보통신공학과 4

전자공학과 4

전기공학과 5

전자정보공학과 4

나노화학공학과 4

에너지환경공학과 4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

기계공학과 4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

정보보호학과 5

메타버스&게임학과 4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3

의료과학

대학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4

공학 의료IT공학과 4

자연

과학

임상병리학과 4

작업치료학과 4

의약공학과 4

공학 의공학과 3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

SCH

미디어랩스

영미학과 5

중국학과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

공학

건축학과(5) 4

AI·빅데이터학과 4

사물인터넷학과 4

스마트자동차학과 4

에너지공학과 4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고등학교 6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해당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또는 실종의 경우 제외) 모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나.  [초·중·고등학교 12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해당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12년) 이수(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 농어촌학생 세부기준

- 특수목적고 및 영재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지역 학교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재학 중 전학을 한 경우, 전학 전·후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나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소재 지역을 농어촌으로 인정함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모집인원 45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45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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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4. 선발원칙

모집인원 범위 내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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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통합 선발)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3

식품영양학과 4

환경보건학과 4

생명과학과 5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4

국제통상학과 7

관광경영학과 5

경제금융학과 5

IT금융경영학과 5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

회계학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5

정보통신공학과 4

전자공학과 4

전기공학과 5

전자정보공학과 4

나노화학공학과 4

에너지환경공학과 4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

기계공학과 4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

정보보호학과 5

메타버스&게임학과 4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

공학

건축학과(5) 4

AI·빅데이터학과 4

사물인터넷학과 4

스마트자동차학과 4

에너지공학과 4

예체능 공연영상학과 3

2.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인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출신자

*  교육과정 교과(군) 해당 기준학과(모집단위 동일계열 인정 기준)

모집단위 교육과정 교과(군)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IT금융경영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회계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연영상학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보건학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나노화학공학과, 에

너지환경공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

어공학과, 정보보호학과, 메타버스&게임학과, 건축학과(5), AI·빅데이터

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에너지공학과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음식조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공업, 섬

유·의류,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출판·공예, 환경·안전, 농

림·수산해양, 선박운항 

※ 동일계열 인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로 확인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군)에 포함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학과는 동일계열로 인정함

※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 출신자가 아닌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지원 가능. 단, 동일계열 심사 결과 동일계열로 판단되지 않을 시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될 수 있음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모집인원 30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47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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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4. 선발원칙

모집인원 범위 내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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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통합 선발)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1

식품영양학과 2

환경보건학과 2

생명과학과 2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

법학과 2

행정학과 1

경찰행정학과 1

사회복지학과 2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2

국제통상학과 3

관광경영학과 2

경제금융학과 2

IT금융경영학과 2

글로벌문화산업학과 1

회계학과 1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최대선발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2

정보통신공학과 2

전자공학과 2

전기공학과 2

전자정보공학과 2

나노화학공학과 2

에너지환경공학과 2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2

기계공학과 2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2

정보보호학과 2

메타버스&게임학과 2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1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2

공학 의료IT공학과 2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2

작업치료학과 2

의약공학과 2

공학 의공학과 1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1

영미학과 2

중국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공학

건축학과(5) 2

AI·빅데이터학과 2

사물인터넷학과 2

스마트자동차학과 2

에너지공학과 2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고등학교 6년]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자

나. [초·중·고등학교 12년]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

  

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모집인원 10 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10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49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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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모집인원 범위 내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①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②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수학 → 과학 순)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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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6 

간호학과 6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4 

식품영양학과 7 

환경보건학과 7 

생명과학과 10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5 

스포츠의학과 2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6 

특수교육과 6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2 

법학과 7 

행정학과 7 

경찰행정학과 7 

사회복지학과 12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7 

국제통상학과 12 

관광경영학과 9 

경제금융학과 6 

IT금융경영학과 6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 

회계학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7 

정보통신공학과 6 

전자공학과 6 

전기공학과 6 

전자정보공학과 6 

나노화학공학과 7 

에너지환경공학과 6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6 

기계공학과 8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 

정보보호학과 8 

메타버스&게임학과 6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6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7 

공학 의료IT공학과 4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7 

작업치료학과 6 

의약공학과 6 

공학 의공학과 6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7 

영미학과 7 

중국학과 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 

공학

건축학과(5) 10 

AI·빅데이터학과 6 

사물인터넷학과 6 

스마트자동차학과 7 

에너지공학과 6 

향설나눔대학 인문사회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모집인원 340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51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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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4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700

최저 560 

최고 300

최저 240
70% 3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Ⅴ. 세부 전형별 안내

SOON CHUN HYANG UNIVERSITY52



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7 

간호학과 5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4 

식품영양학과 5 

환경보건학과 5 

생명과학과 6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2 

스포츠의학과 2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6 

특수교육과 3 

청소년교육·상담학과 6 

법학과 5 

행정학과 5 

경찰행정학과 5 

사회복지학과 7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5 

국제통상학과 8 

관광경영학과 6 

경제금융학과 4 

IT금융경영학과 5 

글로벌문화산업학과 3 

회계학과 3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4 

정보통신공학과 4 

전자공학과 4 

전기공학과 4 

전자정보공학과 3 

나노화학공학과 5 

에너지환경공학과 3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4 

기계공학과 6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 

정보보호학과 6 

메타버스&게임학과 4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4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4 

공학 의료IT공학과 3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5 

작업치료학과 5 

의약공학과 5 

공학 의공학과 3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5 

영미학과 3 

중국학과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8 

공학

건축학과(5) 7 

AI·빅데이터학과 3 

사물인터넷학과 4 

스마트자동차학과 5 

에너지공학과 4 

2. 지원자격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중복지원 불가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메타버스전형 

모집인원 230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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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4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700

최저 560 

최고 300

최저 240
70% 3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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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2

정보보호학과 2

메타버스&게임학과 2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료과학대학 공학 의료IT공학과 2

SCH

미디어랩스
공학

AI·빅데이터학과 2

사물인터넷학과 2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중복지원 불가

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4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700

최저 560 

최고 300

최저 240
70% 3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모집인원 12 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552023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세
부

 전
형

별
 안

내



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과학

대학
자연과학

화학과 2

식품영양학과 2

환경보건학과 2

생명과학과 2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2

특수교육과 2

청소년교육·상담학과 3

법학과 2

행정학과 2

경찰행정학과 2

사회복지학과 2

글로벌

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2

국제통상학과 3

관광경영학과 2

경제금융학과 2

IT금융경영학과 2

글로벌문화산업학과 2

회계학과 2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과대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2

정보통신공학과 2

전자공학과 2

전기공학과 2

전자정보공학과 2

나노화학공학과 2

에너지환경공학과 2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2

기계공학과 2

SW융합대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2

정보보호학과 2

의료과학

대학

인문사회 보건행정경영학과 2

자연과학 의료생명공학과 2

공학 의료IT공학과 2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2

작업치료학과 2

의약공학과 2

공학 의공학과 2

SCH

미디어랩스

인문사회

한국문화콘텐츠학과 2

영미학과 2

중국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공학

건축학과(5) 2

AI·빅데이터학과 2

사물인터넷학과 2

스마트자동차학과 2

에너지공학과 2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학생] 

   [중·고등학교 6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해당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또는 실종의 경우 제외) 모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초·중·고등학교 12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해당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12년) 이수(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나.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다. [만학도]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기준일: 2022. 9. 1.)

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기준일 : 서류 제출 마감일(2022. 9. 1.(목) ~ 9. 20.(화)) 기간 중 1일 이상 해당 시 지원자격 인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메타휴먼전형

모집인원 93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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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

구분 지원자격

농어촌학생

• 특수목적고 및 영재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지역 학교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재학 중 전학을 한 경우, 전학 전·후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나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소재 지역을 농어촌으로 인정함

국가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의 자녀

 

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4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700

최저 560 

최고 300

최저 240
70% 3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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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2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2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해당 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기준일 : 서류 제출 마감일(2022. 9. 1.(목) ~ 9. 20.(화)) 기간 중 1일 이상 해당 시 지원자격 인정

 

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4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700
최저 560 

최고 300
최저 240

70% 3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모집인원 4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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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의예과 2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의과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2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고등학교 6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해당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또는 실종의 경우 제외) 모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나.  [초·중·고등학교 12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해당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12년) 이수(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 농어촌학생 세부기준

- 특수목적고 및 영재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지역 학교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재학 중 전학을 한 경우, 전학 전·후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나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소재 지역을 농어촌으로 인정함

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4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700

최저 560 

최고 300

최저 240
70% 3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모집인원 4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70% + 면접 3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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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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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글로벌경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30

  

2. 지원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학예정일(2023. 3. 1.)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1)  ‘가’의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2) ‘가’의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3) ‘가’의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 산업체 인정범위 세부기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③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④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할 수 있음

⑤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로 인정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

 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 지원시점 기준[입학원서접수일 2022. 9. 13.(화)] 미 재직자는 지원 불가

3. 전형방법 

일괄합산(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 100%)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최고 1,000

최저 800 
10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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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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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②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③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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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창의라이프대학 공학

스마트팩토리공학과 50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40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40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3.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단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서류평가 면접 서류평가 면접

1단계(5배수)
최고 1,000

최저 800
- 100% -

2단계
최고 100

최저 80

최고 900

최저 720
10% 9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p.83 참조

4. 선발원칙

모집단위 모집기업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필수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사정 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서류평가 부적격 판정자, 면접 결시자, 면접평가 부적격 판정자는 사정 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 교육과정 : 3년 교육과정의 정규학사 학위 과정

- 학년별 수업 참여 방법 

 • 1학년 과정 : 평일 주간수업 참여

 • 2~3학년 과정 : 평일 해당 기업 근무, 토요일 수업 참여

- 기업의 고용계약 유지와 대학의 재학 관계

 • 졸업 시까지 합격한 기업과 고용계약 유지해야 함

 •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 및 재학이 어려운 경우 : 본교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학 여부 결정

  ※  비자발적 사유 : 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권역 외)으로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

 •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 및 재학이 어려운 경우 :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

- 최종등록자 확인사항 : 근무여건, 재학·졸업 기간의 근무형태, 기업의 내부 규정과 사규

- 모집단위별 협약 기업 현황 및 기업별 채용 인원 :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ipsi.sch.ac.kr) 참조

일괄합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학생부종합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모집인원 130명 전형방법 단계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서류평가 10% + 면접 90%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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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면접 점수가 높은 자

② 면접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 전공적합성 점수가 높은 자

⑤ 서류 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⑥ 서류 발전가능성 점수가 높은 자

⑦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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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과학대학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17

사회체육학과 19 

스포츠의학과 15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SCH

미디어랩스

공학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15

예체능 공연영상학과

영화(영상) 
연출제작

10

연기 10

※  공연영상학과는 모집유형[영화(영상)연출제작, 연기] 별로 각 10명씩 선발. 단, 지원미달 또는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유형[영화(영상)연출 제작, 

연기]에 상관없이 그 인원만큼 총점 순으로 선발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전형방법

일괄합산

모집단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학생부교과 실기 학생부교과 실기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최고 300

최저 240

최고 700*

최저 560*
30% 70%

스포츠의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최고 400

최저 320

최고 600*

최저 480*
40% 60%

공연영상학과
최고 200

최저 160

최고 800*

최저 640*
20% 80%

* 실기 점수 합을 실기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함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 실기평가 방법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모집단위

실기유형(종목)

형식 준비물
20M

왕복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공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배근력

스포츠과학과 - ● ● ● -
기록

측정
체육복, 운동화사회체육학과 ● ● ● - -

스포츠의학과 ● ● - -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모집인원 86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교과/실기 학과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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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실기 종목별 배점표]

종목
등급 · 점수

20m 왕복달리기(초)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제자리 멀리뛰기(cm)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등급 점수 남 여 남 여

1 200 13.49 이하 14.59 이하 288 이상 234 이상

2 190 13.50 - 13.79 14.60  – 14.89 285 - 287 231 - 233

3 180 13.80 – 14.09 14.90  – 15.19 282 - 284 228 - 230

4 170 14.10 – 14.39 15.20  – 15.49 279 - 281 225 - 227

5 160 14.40 – 14.69 15.50  – 15.79 276 - 278 222 - 224

6 150 14.70 – 14.99 15.80  – 16.09 273 - 275 219 - 221

7 140 15.00 – 15.29 16.10  – 16.39 270 - 272 216 - 218

8 130 15.30 – 15.59 16.40  – 16.69 267 - 269 213 - 215

9 120 15.60 – 15.89 16.70  – 16.99 264 - 266 210 - 212

10 110 15.90 – 16.19 17.00- 17.29 261 - 263 207 - 209

11 100 16.20 – 16.49 17.30  – 17.59 258 - 260 204 - 206

12 90 16.50 – 16.79 17.60- 17.89 255 - 257 201 - 203

13 80 16.80 이상 17.90  이상 254 이하 200 이하

종목
등급 · 점수

윗몸일으키기(회)
[스포츠과학과]

농구공 던지기(m)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배근력(Kg)
[스포츠의학과]

등급 점수 남 여 남 여 남 여

1 200 71 이상 67 이상 23 이상 17 이상 196 이상 136 이상

2 190 69 - 70 65 - 66 22.5 – 22.9 16.5 – 16.9 190 - 195 130 - 135

3 180 67 - 68 63 - 64 22.0 – 22.4 16.0 – 16.4 184 - 189 124 - 129

4 170 65 - 66 61 - 62 21.5 – 21.9 15.5 – 15.9 178 - 183 118 - 123

5 160 63 - 64 59 - 60 21.0 – 21.4 15.0 – 15.4 169 - 177 109 - 117

6 150 61 - 62 57 - 58 20.5 – 20.9 14.5 – 14.9 160 - 168 100 - 108

7 140 59 - 60 55 - 56 20.0 – 20.4 14.0 – 14.4 152 - 159 92 - 99

8 130 57 - 58 53 - 54 19.5 – 19.9 13.5 – 13.9 143 - 151 83 - 91

9 120 55 - 56 51 - 52 19.0 – 19.4 13.0 – 13.4 134 - 142 74 - 82

10 110 53 - 54 49 - 50 18.5 – 18.9 12.5 – 12.9 128 - 133 68 - 73

11 100 51 - 52 47 - 48 18.0 – 18.4 12.0 – 12.4 122 - 127 62 - 67

12 90 49 - 50 45 - 46 17.5 – 17.9 11.5 – 11.9 116 - 121 56 - 61

13 80 48 이하 44 이하 17.4 이하 11.4 이하 115 이하 55 이하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 5가지 유형 중 택 1]

실기유형 실기고사 내용 준비물 및 유의사항 고사시간

칸 만화 주어진 주제를 4절지에 10칸 내외의 그림과 글로 표현 •  사실적 표현과 컬러로 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배제

•  실기재료는 제한이 없으며, 수험생이 준비

•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화물감 등은 제외

4시간

상황표현 주어진 주제를 4절지에 1장의 그림으로 상황표현

발상과 표현 주어진 주제를 4절지에 1장의 그림으로 이미지표현

사고의 전환
주어진 사진 자료를 주제로 3절지를 2등분 하여 위쪽 또는 

좌측은 소묘, 아래 또는 우측은 구성을 표현

•  소묘는 연필로만 정밀묘사기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

•  구성은 수채화 물감과 건식재료(색연필, 파스텔)로 한정

하고, 반드시 컬러로 채색해 표현

•  스프레이 사용은 금지

기초디자인 주어진 사진 자료를 주제로 4절지에 화면을 연출하고 구성

•  주어진 소재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표현

•  배경 제외

•  색상은 자유롭게 표현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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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영상학과 : 2가지 유형 중 택 1]

유형 실기고사 내용 고사시간 준비물 및 유의사항

영화(영상)

연출제작

(10명)

구술시험 :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중심

으로 수험생의 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종

합적으로 평가

5분

•  A, B, C, D 중 1개를 선택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 A. 연출 및 시나리오

 - B. 촬영조명

  - C. 편집 및 사운드

  - D. 기획 및 홍보

연기

(10명)

노래
뮤지컬 삽입곡(한국어만 가능)

반드시 후렴구 포함(전주는 2마디 이내) 3분

(자유노래 2분, 

특기 1분)

•  발표 시 필요한 소품은 지원자 본인이 준비 

•  음악(음원)은 USB로만 제출

  (단, 음악(음원)은 MR로 준비하여 USB에 즉시 작동 가능

한 상태로 실기고사에 사용하는 음악(음원)만 제출)

 ※ 음악(음원) Player는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함

특기

화술, 노래, 춤(현대, 한국, 스트릿, 발레, 재즈, 

탭), 마임 또는 화술과 춤, 화술과 노래, 노래와 

춤 등 요소를 혼합하는 종합연기도 가능

▣ 평가기준 

모집유형 평가기준

영화(영상) 연출제작 •  영화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중심으로 수험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평가

연기

•  자유노래 : 음정, 박자(50점), 표현력(50점)

•  특기 : 숙련도(50점), 감정표현(50점)

•  대사연기 : 대사 전달력, 대사 분석력

•  움직임 : 동작과 리듬의 조화, 동작 흐름의 연속성, 주제 표현력

•  가창 : 가사 전달력, 가창능력

4. 선발원칙

모집단위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의해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 출석점검을 하였더라도 실기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결시자로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 결시자, 실기고사 중 부정행위, 부적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체육 실기고사는 응시하지 않은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있는 경우,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기준

① 실기점수가 높은 자

②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③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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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종목별)

자연과학대학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4 필드하키(남) 4 (F.P 4)*

사회체육학과 4 테니스(남) 2, 승마 1, 수영 1 

* F.P(필드 플레이어) 4명

2.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다음과 같은 경력 및 경기(입상) 실적이 있는 자

모집단위 종목 인정 종목 지원자격

스포츠과학과 필드하키(남) 단체전
•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청소년 선수  

•  국제·전국대회 1위~3위

사회체육학과

테니스(남) 단식, 복식, 단체전

•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주니어 국가대표선수

•  단식 : 국제·전국대회 1위~3위, 8강 이내

•  복식 : 국제·전국대회 1위~3위, 8강 이내

•  단체전 : 국제·전국대회 1위~3위

승마
장애물경기(높이), 마장마술경기, 

종합마술경기, 지구력경기

•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  국제·전국대회 1위~3위 

수영

경영(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다이빙, 수구, 핀수영,

아티스틱스위밍

•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  개인전 : 국제·전국대회 1위~8위

•  단체전 : 국제·전국대회 1위~3위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최고점·최저점 실질반영비율

학생부
경력 및 

입상실적

학생부
경력 및 

입상실적
교과 출석 교과 출석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최고 270

최저 216

최고 30

최저 24

최고 700

최저 10
7.2% 0.8% 92.0%

- 학생부교과 점수산출 방법 p.80 ~ p.82 참조

- 경력 및 경기(입상)실적 점수 산출방법 : 아래의 기준에 의해 우리 대학교 실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반영함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의 실적만을 평가하며, 우수 실적 최대 7개를 반영함)

- 단, 필드하키와 테니스의 경우, 경기(대회) 입상 실적 상위 3개 실적만 반영함

- 필드하키의 경우, 중앙경기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 입상대회 포지션확인서(중앙경기단체 서식)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출석점수 배점]

결석일 배점 결석일 배점

0 ~ 2 30  9 ~ 11 26

3 ~ 4 29 12 ~ 14 25

5 ~ 6 28 15 이상 24

7 ~ 8 27

※ 결석일은 미인정(무단) 결석만 반영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모집인원 8명 전형방법 일괄합산

교과 7.2% + 출석 0.8%  

+ 경력 및 입상실적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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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하키]

순위 대회 순위별 배점

1위 200

2위 180

3위 160

[필드하키 인정대회]

인정대회

1 •  전국체육대회

2 •  전국춘계하키대회

3 •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하키대회

5 •  협회장기 전국 하키대회

6 •  대통령기 전국 하키대회

7 •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하키대회

※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로 국제대회(초청대회 제외)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 시 대회 순위별 1위 배점으로 인정함

[필드하키 실적별 배점 구분]

구분 경기(대회) 입상 실적 개인 실적 합계

배점 600점 100점 700점

- 경기(대회) 입상 실적은 상위 3개 실적만 반영함

- 개인 실적은 상위 1개만 반영함

[필드하키 평균 출전 시간별 배점표]

구분 30분 이상 29.99 ~ 20.00분 19.99분 이하 비고

배점(감점) 0 -20 -40 경기 시간 60분 기준

- 경기 시간에 따라 배점(감점) 반영함

-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출전 시간을 출전 경기 수로 나눠서 평균 출전 시간 산출(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테니스]

등급 경기(대회) 입상 실적 배점

1등급 •  국제·전국대회 단식 1위 200

2등급

•  국제·전국대회 단식 2위

•  국제·전국대회 복식 1위

•  국제·전국대회 단체전 1위

150

3등급

•  국제·전국대회 단식 3위

•  국제·전국대회 복식 2위

•  국제·전국대회 단체전 2위

100

4등급

•  국제·전국대회 단식 8강

•  국제·전국대회 복식 3위

•  국제·전국대회 단체전 3위

70

5등급
•  국제·전국대회 복식 8강

•  국제·전국대회 단체전 8강
50

※ 단체전은 출전 여부 표기를 반영함(“해당없음” 또는 “N”인 경우, 반영하지 않음)

개인 실적 배점

구분 배점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 100

청소년대표 선수 80

최우수 선수상 20

득점상 20

우수상 10

개인 실적

구분 배점

국가대표 및 후보 선수 100

주니어국가대표(청소년대표) 

및 후보 선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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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실적별 배점 구분]

구분 경기(대회) 입상 실적 개인 실적 합계

배점 600점 100점 700점

- 경기(대회) 입상 실적은 상위 3개 실적만 반영함

- 개인 실적은 상위 1개만 반영함

[승마]

등급 장애물경기(높이) 마장마술경기 종합마술경기 지구력경기 순위 배점

1등급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선수
- - - - - 100

S-2 이상 150cm Intermediate 1 CCI 3star CEI 3star 3위 내 입상 100

S-1 140cm Prix St-Georges CCI 2star CEI 2star

1 100

2 95

3 90

2등급 A 130cm
W.D.C. 

Advanced
CCI 1star CEI 1star

1 80

2 75

3 70

3등급 B 120cm
W.D.C.  

Medium
복합마술 -

1 60

2 55

3 50

4등급 C 110cm
W.D.C. 

Elementary
- -

1 40

2 35

3 30

5등급 D 100cm
W.D.C. 

Preliminary
- -

1 20

2 15

3 10

※ 단체전의 경우, 1등급을 감하여 계산함 (ex) 단체전 1등급 1위 → 2등급 1위)

[수영]

등급 경력 및 경기(입상)실적 배점

1등급
•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 선수

•  국제·전국대회 1위(개인전)
100

2등급 •  국제·전국대회 2위(개인전)  80

3등급 •  국제·전국대회 1위(단체전)  70

4등급 •  국제·전국대회 3위(개인전)  60

5등급 •  국제·전국대회 2위(단체전)  50

6등급 •  국제·전국대회 4위 ~ 6위(개인전)  40

7등급
•  국제·전국대회 7위 ~ 8위(개인전)

•  국제·전국대회 3위(단체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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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종목별 총점에 의한 석차 순 선발

- 지원자의 수와 관계없이 경력 및 경기(입상)실적 100점 미만 지원자는 사정제외 대상자로 불합격 처리함

- 체육특기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전과할 수 없음

5.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p.32 참조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사항 p.72 ~ p.79 참조

7.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p.84 ~ p.87 참조

8.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9. 동점자 처리기준

① 경력 및 경기(입상)실적 점수가 높은 자

② 개인전 경력 및 경기(입상)실적 점수가 높은 자(※ 필드하키 종목은 개인상 수상 횟수가 많은 자)

③ 경력 및 경기(입상)실적 평균점수[반영된 실적 점수 합 ÷ 반영된 실적 개수]가 높은 자

④ 석차등급 변환점수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⑤ 이수단위가 높은 자(영어 → 국어 → 사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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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명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없는 자
학생부 대체서류

(선택 서류)

지원자격 
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

온라인제공
동의자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불가한 자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X ○ X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X ○ X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X ○ X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X ○ ○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X ○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X ○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X ○ X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X ○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X ○ ○ △(외국고)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메타버스전형 X ○ X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X ○ ○ △(외국고)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메타휴먼전형

저소득층 X ○ ○ ○

농어촌학생 X ○ ○

국가보훈대상자 X ○ ○ ○

만학도 X ○ ○ ○

학생부종합(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X ○ ○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X ○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X ○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X ○ ○ X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X ○ X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X ○ ○

※ 모든 제출서류는 2022. 9. 1.(목) 이후 발급된 서류를 인정함

※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필수 제출은 아니며 희망자만 제출)

2.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불가한 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학교장 직인 날인)

검정고시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제공 미동의자 및 불가한 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3.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선택)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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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외국고등학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선택) :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에 한함

※  지원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고등학교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원본을 

 2022. 9. 20.(화) 17:00까지 제출해야 함

※ 지원자격에 필요한 제출서류 해당자는 <3. 지원자격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졸업자[2013학년도 졸업생(2014. 2. 졸업) ~ 2021학년도 졸업생(2022. 2. 졸업)]는 수상경력 제출 시 ‘나이스대국민서비스 

(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업로드해야 함

3.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가. 모든 제출서류는 2022. 9. 1.(목) 이후 발급된 서류를 인정함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지원자는 2022.	9.	13.(화) 이후 발급된 서류

나.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우) 31538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처 입학원서 담당자 앞

 ※ 제출 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를 “수험표 출력” 화면에서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

라.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2. 9. 20.(화) 17:00까지(등기우편은 2022. 9. 20.(화)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구분 제출서류

서해5도학생

6년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본인, 친권자, 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 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 직인 날인) 1부

5.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본증명서 1부(친권소재 명시)

 나) 부모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2009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증명서 1부)

 다) 부모의 실종, 부재, 국적상실 시 기본증명서 1부

12년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3.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 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 직인 날인) 1부

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 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기초생활

수급권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차상위

계층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가족관계증명서 1부(급여 대상자 기준)

3. 주민등록등본 1부(급여 대상자 기준)

4. 아래 가) ~ 라) 서류 중 해당 서류 한 가지만 제출

 가) 자활근로자 확인서

 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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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서류

농어촌학생

6년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본인, 부, 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 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 직인 날인) 1부

5.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본증명서 1부(친권소재 명시)

 나) 부모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2009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증명서 1부)

 다) 부모의 실종, 부재, 국적상실 시 기본증명서 1부

12년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3.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 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 직인 날인) 1부

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 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학교장 직인 날인) 1부

국가보훈대상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보훈번호와 대상구분(한글표기)) 1부

3. 대상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인 경우 모 기준으로 발급)

만학도

(만 25세 이상인 자)

기준일 : 2022.9.1.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주민등록초본 1부

체육특기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경력 및 경기(입상) 실적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서는 ‘원본검증번호’가 표기된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대한체육회장 및 중앙경기단체장(해당기관(경기)단체장)이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특성화고졸

재직자

4대보험

가입

사업체

재직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재직(경력)증명서 1부(재직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 아래 증명서 중 1부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발급)

4. 군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 경력 포함) 1부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산정 시 제출)

※ 4대보험 가입 창업·자영업자는 위 서류 제출

4대보험

미가입

창업

자영업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납세증명서 1부

4. 군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 경력 포함) 1부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산정 시 제출)

1차 산업 

종사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후 출력)

2.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 1부

3. 군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 경력 포함) 1부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산정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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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선택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  대상 :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중 제출 희망자(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대상자가 아님)

�  작성방법

1. 활동기간 

 • 검정고시 출신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기간)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2.  활동내용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 작성 유의사항 내용 확인

3.  작성 분량 및 형식(초과 분량은 평가에서 제외함)

 • 1개 활동 당 활동 내용은 300자 이내(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10개 활동 작성 가능)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4.  증빙서류 : A4용지 단면 기준 15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축소·양면 복사 금지)

�  제출방법

1.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과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압축파일(zip 파일)로 원서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

에 업로드 함

 • 규격 및 용량 : A4용지, 40Mb 이내

 • 온라인 업로드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가능(문의 : 041-530-4950)

2.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본 대조필 확인 또는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출 기한 : 2022. 9. 20.(화) 17:00(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국내발급서류 : 국내 발급 각종 공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  해외발급서류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번역본(한국어)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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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지원자

정보

전형명

모집단위 수험번호

학력정보

�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지역 합격일            년          월          일

�
외국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국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출신자

1.

소재국가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예정)일            년          월          일

학교명

2. 

소재국가

입학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학교명

3.

소재국가

입학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학교명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대학이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및 증빙서류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원서접수 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증빙서류의 원본은 2022. 9. 20.(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5.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

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전국창의수학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TofT),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천문올림피아

드(KA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KBSO),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KJSO),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국제

생물올림피아드(IB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국제뇌과학올림피아드(IBB),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IJSO)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국제영어대회(IET),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

(GLEC), 국제영어논술대회(IEEC), 영어글쓰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

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

점”(불합격) 처리

7.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

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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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 불가)  

*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8.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

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2022년       월       일

지원자 :                                           (인)

순천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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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활동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연번 별 300자 이내)
활동(발행)기관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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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별 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비고

지역인재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제출 사유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  제출기한 : 2023. 2. 20.(월) 17시

•  졸업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농어촌

학생

6년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부, 모,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총 3부)

12년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서해5도

학생

6년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본인, 친권자, 후견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각 1부(총 3부)

12년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

특성화고졸

재직자

•  재직(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대상 : 최종등록자 전원

•  제출 사유 : 입학일 기준 재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  제출기한 : 2023. 3. 6.(월) 17시

•  2023. 3. 1.(수)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제출기한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별 발급처]

제출서류 발급처

•  국가보훈 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  민원24(www.minwon.go.kr)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관련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민원24(www.minwon.go.kr)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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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 반영교과

1)  적용 전형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반영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우수 3개 교과 전 과목

2)  적용 전형 :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반영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중 우수 15개 과목

※ 15개 과목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 부족한 과목은 9등급 1단위로 반영함 

3)  대학지정교과분류표 해당 과목 반영(위 1), 2) 공통)

나. 학년별 반영비율 : 전 학년 공통 100%

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점수산출 방법

1) 반영학기

 가) 졸업예정자 : 3학년 1학기 까지

 나) 졸업자 : 3학년 2학기 까지

 다) 점수산출 활용지표 : 석차등급, 이수단위

 라) 반영방법: 석차등급의 변환점수를 반영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100 98 96 94 92 89 86 83 80

※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석차등급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과목별 석차, 동석차자 수, 이수자 수를 활용하여 석차백분위를 계산한 후 석차등급으

로 환산

 

석차백분위 100~96.1 96~89.1 89~77.1 77~60.1 60~40.1 40~23.1 23~11.1 11~4.1 4~0

환산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 석차백분위 계산 공식

 - 동석차자가 없는 경우 : 100 - 석차 ÷ 이수자 수 × 100

 - 동석차자가 있는 경우 : 100 - [석차 + (동석차자 수 - 1) ÷ 2] ÷ 이수자 수 × 100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ⅤII.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SOON CHUN HYANG UNIVERSITY80



▣ 대학지정교과분류표

교과 반영 과목

국어
국어, 국어Ⅰ, 국어Ⅱ, 문학, 독서, 국어생활, 작문, 화법, 문법, 고전, 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Ⅰ, 화법과작문Ⅱ, 독서와문법,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매체언어, 언어와 매체, 심화국어, 고전읽기, 실용국어

수학
수학,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 수학10-가, 수학10-나, 확률과통계, 미분과적분, 실용수학, 이산수학, 수학의활용, 미적분과통계

기본, 적분과통계,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하와벡터, 인문수학, 자연수학, 미적분,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기하

영어
영어, 공통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10-a, 영어10-b, 영어독해, 영어회화,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 영어독해와작

문, 심화영어독해와작문,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독해와작문,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영어, 영미 문학 읽기

사회

사회, 공통사회,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 인간사회와환경, 도덕, 윤리, 

윤리와사상, 시민윤리, 전통윤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법과정치, 생활과윤리, 경제지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이해, 현대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통합사회,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과학, 공통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생활과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물리학Ⅱ, 과학사, 융합과학

한국사 한국사

 

▣ 교과 점수 산출 공식(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학생부교과전형

∑
반영교과

  (과목별 등급 변환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10
∑

반영교과
과목별 이수단위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
반영교과

  (과목별 등급 변환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3
∑

반영교과
과목별 이수단위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스포츠의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
반영교과

  (과목별 등급 변환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4
∑

반영교과
과목별 이수단위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공연영상학과

∑
반영교과

  (과목별 등급 변환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2
∑

반영교과
과목별 이수단위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
반영교과

  (과목별 등급 변환점수 × 과목별 이수단위) 

×  2.7
∑

반영교과
과목별 이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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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가. 반영교과

1) 적용 전형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우리 대학교 지정교과분류표 내의 과목명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의 변환점수를 활용함

 

과목별 취득점수 100 99~95 94~90 89~85 84~75 74~65 64~60 59 이하

석차등급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98 96 94 92 89 86 83 80

 

▣ 교과 점수 산출 공식(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
반영교과

  과목별 변환점수

 ×  10
반영교과 과목 수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스포츠과학과, 사회체육학과 

∑
반영교과

  과목별 변환점수

 ×  3
반영교과 과목 수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스포츠의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
반영교과

  과목별 변환점수

 ×  4
반영교과 과목 수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 공연영상학과

∑
반영교과

  과목별 변환점수

×  2
반영교과 과목 수

 

3.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면접평가 안내

 

가. 면접평가방법

사전에 공개된 문항을 통해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반영비율

전공적합성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  지속적인 전공 관련 활동
50%

발전가능성
•  구체적인 진로목표

•  대학생활 계획
37.5%

의사소통능력
•  정확한 의사전달 및 표현능력

•  면접관의 질문 이해 능력
12.5%

※ 질문 예시

 예 1)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2) 전공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체험한 활동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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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 평가 안내

 

가. 서류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2인 이상의 평가자가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및 항목 평가 내용 평가 자료 반영비율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 편차· 

성취도 등을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현황, 노력 등을 반영한 학업적 성취 

수준이나 발전 정도

•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20%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 

의지와 태도 

•  스스로 학습목표 설정 후 적절한 전략을 선택 

하여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는 과정

전공적합성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행동특성및종합의견]

30%
전공에 대한

관심과 경험

•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성과

•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능력
•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수상경력][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실적][세부능력및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20%

성실성
•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창의적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및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행동특성및종합의견]

30%

경험의 다양성
•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 

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나. 면접평가방법

학생 1인을 대상으로 2인의 평가자가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반영비율

발전가능성
•  구체적인 진로목표

•  대학생활 계획
33.3%

전공적합성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  지속적인 전공 관련 활동
33.3%

의사소통능력
•  정확한 의사전달 및 표현 능력

•  면접관의 질문 이해 능력
33.3%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의 경우, 각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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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가. 복수지원 관련

 1)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함

  -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2)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등록 금지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복수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문서등록 상태를 등록으로 인정함)

  -  수시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서 가능함

 

다. 지원방법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 

 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전국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하고 입학을 무효로 함

 

2. 우리 대학교 유의사항

 

가. 우리 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에 전형별 1회씩 총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음

 1)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SW전형) 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동일 전형 내에서는 모집단위 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함

 3)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접수한 모든 원서는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됨

나. 원서 작성 시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우리 대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1) 접수된 입학원서,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2)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입학처로 즉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함

  ※ 합격자 중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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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정대상 제외

 1) 입학원서 접수 후 전형별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함

 2) 서류제출 대상자가 지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함

 3)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이 필요한 전형 지원자가 우리 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p.80 ~ p.83 참조)에 의해 성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 지원자가 해당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5) 면접 및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서류평가, 면접 및 실기고사 시 부정행위, 부적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라.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단, 충원합격자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 발표 또는 개별 통보함

바.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문서등록 완료 후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문서등록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별도의 통보 없이 등록 포기로 처리함

사.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아.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이월하여 모집 및 선발함

자. 합격 또는 입학(허가) 취소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2023년 2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함

 2)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동 사유로 합격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된 자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3년간 본교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3)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차.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 관련 사항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함

※ 기타 문의 : 우리 대학교 입학처 

 입학처 홈페이지(공지, Q&A) https://ipsi.sch.ac.kr 

 ▶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 입학관리팀  Tel : (041) 530-4945  Fax : (041) 530-1488

 ▶ 학생부종합 ◀ 입학사정관팀  Tel : (041) 530-4950  Fax : (041) 530-4929

 

2-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유선 또는 현장방문 

등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실사를 하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발견된 경우, 학칙에 근거하여 입학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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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관련 유의사항 

 

가. 면접고사 관련 세부 사항은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 시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 공지함

나. 지정된 면접고사 일정은 변경할 수 없음

다. 면접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라. 면접고사 대상자는 반드시 아래의 유효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시각에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함

 - 학생증 :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기재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마.  면접고사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음

바. 지원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등)을 답변했을 시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복장(교복, 군복 등) 착용 금지

사. 면접고사 중 부정행위, 부적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2-3. 실기고사 관련 유의사항

 

가. 실기고사 관련 세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 후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 공지함

나. 지정된 실기고사 일정 및 실기고사장 입실시각은 변경할 수 없음

다. 실기고사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라. 실기고사 대상자는 반드시 아래의 유효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시각에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함

 - 학생증 :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기재된 것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마.  실기고사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등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음

바. 구술시험에서 지원자 정보와 관련된 내용(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등)을 답변했을 시 실기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복장(교복, 군복 등) 착용 금지

사. 실기고사 중 부정행위, 부적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체육 실기고사는 응시하지 않은 종목이 한 종목이라도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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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수험생 편의제공

 -  우리 대학교는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수험생은 사전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람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041-530-1046

 

2-5. 전형의 공정성 확보

 

가. 다수다단계 평가

 1)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의 전형 원칙 준수 

 2) 평가절차

1차 
조정 평가

쵳최초평가자 2명

2차 
조정 평가

전임사정관 1명

최초
평가

입학사정관 2명 독립평가

최종
평가

학생부종합전형 심의위원회

➋  평가 점수 차이가 
기준 이상인 경우

➍  평가 점수 차이가 
기준 이상인 경우

➎  평가 점수 차이가 
기준 이상인 경우

➊ 최초 평가에서 완료된 경우

➌ 조정 평가에서 완료된 경우

나. 회피·배제 

 1) 대교협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회피·배제 제도를 운영함

 2) 대상 : 2023학년도 신입학 전형 지원자와 다음의 관계가 있는 교직원 

배제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

회피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혈족(8촌), 친인척(4촌), 지인(직장, 거주지, 종교 활동 등)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 포함)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습 받은 자

 3) 모든 전형의 회피·배제 운영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함

 4) 입학 후라도 회피·배제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함   

 

다. 이의신청

 1)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여 전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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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학교에 문서등록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sch.ac.kr)에서 “등록 포기”를 

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는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2. 등록 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2022. 12. 26.(월) 13:00까지 “등록 포기”를 하면 충원합격 후보자에게 합격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IX. 등록 포기 및 환불 안내

SOON CHUN HYANG UNIVERSITY88



전형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 비고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35,000원 해당 없음 -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5,000원 해당 없음 -

•학생부교과(지역인재-기초·차상위계층전형)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계층전형)
35,000원 해당 없음 전액 감면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0,000원 해당 없음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75,000원 20,000원 -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75,000원
[농어촌학생], [만학도]-2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해당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전액 감면

•학생부종합(기초·차상위계층전형) 75,000원 해당 없음 전액 감면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55,000원 해당 없음 -

 

1.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전형료에 포함됨

 

2. 접수(결제)가 완료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미응시자에 대한 전형료 환불 

가.  천재지변, 질병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신청서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할 경우에 한해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음

 1)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시

실기고사 2022. 10. 12.(수) 17:00까지

학생부교과 면접고사 2022. 11. 2.(수) 17:00까지

학생부종합 면접고사 2022. 12. 6.(화) 17:00까지

     2) 제출방법 : 우리 대학교(충남 아산시) 대학본부 1층 입학처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마감일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나. 단순 변심, 타 대학과의 전형 일자 중복 등의 사유로 우리 대학교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에 결시한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3. 전형료 지출 잔액 발생 시 환불

 -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전형료 잔액을 2023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 :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또는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 계좌로 이체함

 -  금융기관의 환불 계좌로 이체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며 대학을 직접 방문해야 함

X.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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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알려주세요

우리대학교는 통합적사고 역량을 가진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문성과 융합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과 전공으로 분류되며, 

•  교양(기초교양, 중핵선택)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학점(32학

점)을 이수하고

•  전공교육과정은 학과기초, 전공으로 구성되며, 전공학과의 심화전공

(60~66학점) 또는 복수전공(33~36학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은 졸업시까지 교양과 전공을 포함하여 총 1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의학계열, 사범계열, 건축학과 등 자격증 관련 학과 제외)

다면적졸업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면적졸업인증제란 우리 대학교가 추구하는 사회공헌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감형인재’, ‘통섭형창의인재’, ‘글로컬소통인재’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생들이 졸업 시까지 대학 공통인증기준과 학과에서 정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졸업 필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 역량을 함양하면 졸업

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졸업시까지 학과별 졸업기준학점 이수

②   학과별로 제시된 다면적졸업인증기준(대학 공통기준, 학과별 기준)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음

교직 이수를 하고 싶어요

1학년 말 :  동계방학기간 중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각 학과

에서 1차 [성적 70% + 면접 30%]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

2학년 말 :  동계방학기간 중 1차 승인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직과정부와 

학과의 최종(정원)선발[성적 60% + 면접 40%(교직 인적성검사 

포함)]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

•  이수학점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학과별 기본이수영역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 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 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평균 성적이 80점 이상 되어야 인정

•  각종 교육 이수 : 졸업 시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교육 4회 이상 이수

•  그 외 면허(자격)증이 필요한 학과는 면허(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실

기교사는 해당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보건교사-간호사 면허증, 영

양교사-영양사 면허증) 

•  결격 사유(①, ②)에 해당할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능(① 성범죄 이력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교직과정부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복수전공을 하고 싶어요

우리대학교는 소속학과 주전공(제1전공) 교과목의 심화과정인 ‘전공심화’ 

또는 입학(소속)학과의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복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의예과, 간호학과, 건축

학과(5) 입학생은 제외함)

•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  전공심화 이수학점 기준 : 전공 교과목 60~66학점

•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준 : 주전공 외 복수전공교과목 33~36학점 추가 이수

전과할 수 있어요

전과는 학업 및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현재 학과를 다른 학과로 소속

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전과 신청 후 해당 학과의 심사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받아 최종 확정됩니다.

•  신청자격 :    신청 학기 포함 2학기 이상 5학기 이내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

생(전과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자로서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미

복학 시 전과 취소)

•  신청시기 : 매 학년도 2회 실시(1학기 : 5월, 2학기 : 11월)

•  심사기준 : 성적 및 면접과 학과의 선발 기준을 적용

•  제한학과 :  의예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임상병리학과, 작업

치료학과

•  제한대상 :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음

소개

순천향대(167) 학국단은 1986년 설치, 2022년까지 37개 기수 1,251명을 배

출하고, 전국 109개 학군단 중 최우수 및 우수 학군단으로 통합 12회 선정되

었으며, 2019년 천안, 아산지역 최초 육군 장성을 배출한 명문 학군단입니

다. 대학교 1·2학년(건축학과(5)는 2·3학년) 때 학군사관후보생이 되면 3·4

학년 입단하여 대학 생활과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소

위(7급 공무원)로 임관하고 매년 약 40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매년 여후보

생 임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혜택

•  취업과 군 복무 고민을 동시에 해결, 매년 여후보생 다수 선발

•  대학생활 간 각종 ROTC 장학금 수여(ROTC 성적장학금, 단기복무장려금 등)

•  기숙사 입사 지원(여후보생 무료)

•  매년 국내·외 탐방 무료 지원

•  군 휴양시설/매장, 군 병원 이용 가능

•  임관 후 국내·외 위탁 지원,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장학금 

지원 등 자기개발 지원

•  전역 후 사회진출 시 군 경험 및 동문 인적 네트워크(20만 명)를 통한 취업

기회 제공

※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개발을 위해 『충무공의 후예들』 선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1:1 맞춤식 지원으로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음 

지원방법 안내 및 상담

• 순천향대학교 학군단 행정실(041-530-1435)

• 인터넷 홈페이지 『육군학생군사학교』 검색

•  『충무공의 후예들』 대학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 QR코드

학사 안내

학생군사교육단(ROTC)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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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설장학금(수능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명 지급기준 장학금액 최대 장학기간

SMART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수업료 전액

- 기숙사 및 기숙사비

- 어학연수(1회)

8학기

※ 단, 건축학과(5)는 10학기

CONTRIBUTION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 수업료 전액

- 기숙사 및 기숙사비
4학기

HARMONY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 수업료 전액 2학기

SRC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 기숙사비 2학기

※ 향설장학금 선발 시 유의사항

 1) 의예과,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2)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수혜 조건 미충족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

  - 수혜 조건 미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3) SRC 장학금은 최초합격자에 한함

 4) 타 장학금과 중복 시에는 장학혜택이 큰 장학금을 지급함

 5) 기숙사비 장학금 대상인 학생이 기숙사에 미 입사할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

  (기준금액 : 향설1관 기숙사비)

 6) SMART, CONTRIBUTION, SRC 기숙사비는 매 학기 종료 이후 개별 지급

 7) SMART 장학생 어학연수 장학지원은 3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함

2.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 선발기준

선발유형 기준 장학기간

모집

단위별

•수시모집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합산

 -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합산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한 학기만 지급

모집

전형별

•수시모집

 -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계층전형)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전형)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업자전형)

▣ 선발인원

NO 모집인원 선발인원(최초합격자) 장학금액

1  5명 ~ 10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수업료

최우수 100%

우수 70%

•한 학기만 지급

2 11명 ~ 20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3 21명 ~ 30명 최우수 2명 우수 1명

4 31명 ~ 44명 최우수 2명, 우수 2명

5 45명 이상 추가 10명당 우수, 최우수 순으로 1명씩 추가 선발

2023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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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장학금

▣ 수시모집

모집전형 선발기준 장학금액 최대 장학기간

학생부교과

(서해5도학생전형)
합격자 기숙사 및 기숙사비

8학기

※ 단, 건축학과(5)는 10학기

학생부종합 

(SW융합전형)
합격자 수업료 100% 8학기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합격자 수업료 100% 1학기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합격자 수업료 50% 8학기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
필드하키, 테니스 종목 합격자 수업료 100% 8학기

※  학생부교과(서해5도학생전형) 및 학생부종합(SW융합전형)은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수혜 조건 미충족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

 - 수혜 조건 미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하여야 함

2023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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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최저

통과율

추가
합격
최종
순위

학생부 등급 환산점수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의과대학
의예과 20 283 14.15 25.8% 31 1.00 1.00 1000.000 1000.000

간호학과 14 355 25.36 41.4% 33 1.85 2.00 983.000 980.000

자연과학

대학

화학과 14 47 3.36 74.5% 19 3.48 5.00 950.575 914.828

식품영양학과 13 87 6.69 74.7% 33 3.43 4.08 951.155 939.565

환경보건학과 14 208 14.86 62.0% 17 3.99 4.44 939.786 931.250

생명과학과 32 133 4.16 85.7% 62 3.65 4.44 947.144 929.508

인문사회 

과학대학

유아교육과 17 116 6.82 76.7% 27 2.88 3.43 962.391 952.000

특수교육과 13 122 9.38 79.5% 47 3.11 3.61 957.783 947.797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0 82 8.20 70.7% 14 2.40 3.00 972.019 960.000

법학과 12 68 5.67 72.1% 29 2.99 3.63 960.115 946.667

행정학과 13 110 8.46 71.8% 37 3.22 3.80 955.470 943.548

경찰행정학과 9 143 15.89 80.4% 21 2.14 2.36 977.563 972.364

사회복지학과 10 64 6.40 59.4% 15 3.20 3.83 955.901 943.265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과 18 123 6.83 66.7% 44 3.10 3.63 957.986 946.885

국제통상학과 29 178 6.14 74.2% 61 3.72 4.14 945.233 935.738

관광경영학과 15 244 16.27 49.2% 30 3.78 4.14 944.413 937.067

경제금융학과 20 111 5.55 71.2% 34 3.80 4.20 943.748 936.207

IT금융경영학과 21 104 4.95 76.0% 31 3.71 4.16 945.677 936.220

글로벌문화산업학과 7 41 5.86 73.2% 21 3.69 4.58 945.586 928.864

회계학과 8 37 4.63 73.0% 9 3.12 3.60 957.423 946.515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23 171 7.43 80.7% 67 3.38 3.94 952.567 941.250

정보통신공학과 20 288 14.40 54.9% 29 4.25 4.53 934.606 927.931

전자공학과 26 195 7.50 77.4% 77 3.81 4.38 943.814 932.857

전기공학과 35 178 5.09 77.5% 78 3.79 4.30 944.200 932.537

전자정보공학과 24 103 4.29 64.1% 26 4.30 4.94 933.914 920.333

나노화학공학과 19 125 6.58 82.4% 35 3.39 3.89 952.541 940.492

에너지환경공학과 17 68 4.00 89.7% 27 3.73 4.33 945.305 932.258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21 120 5.71 84.2% 56 3.92 4.50 941.708 928.529

기계공학과 18 134 7.44 70.2% 60 3.72 4.37 945.693 934.286

SW융합

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23 169 7.35 83.4% 53 3.33 3.88 953.769 943.273

정보보호학과 22 144 6.55 70.1% 23 3.34 4.00 953.578 940.800

의료과학

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18 250 13.89 51.6% 39 3.07 3.41 958.934 951.000

의료생명공학과 16 155 9.69 65.2% 29 2.95 3.41 961.529 952.813

의료IT공학과 19 92 4.84 56.5% 17 3.69 4.18 946.390 936.615

임상병리학과 15 152 10.13 71.1% 48 2.23 2.70 975.585 967.077

작업치료학과 15 193 12.87 47.7% 22 3.08 3.40 958.655 951.538

의약공학과 13 61 4.69 49.2% 16 3.01 3.40 960.067 951.852

의공학과 9 49 5.44 51.0% 15 3.73 4.31 945.589 932.857

SCH

미디어

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7 164 23.43 66.5% 13 3.06 3.56 958.854 949.375

영미학과 18 111 6.17 74.8% 26 3.82 4.38 943.794 932.787

중국학과 13 56 4.31 73.2% 28 4.14 5.18 936.207 912.89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 113 8.07 71.7% 44 2.86 3.43 963.095 952.037

건축학과(5) 12 89 7.42 83.2% 16 2.99 3.65 960.225 948.621

AI·빅데이터학과 12 44 3.67 75.0% 19 3.76 4.60 945.054 928.214

사물인터넷학과 15 57 3.80 66.7% 20 4.13 4.81 936.881 922.712

스마트자동차학과 15 122 8.13 50.8% 31 4.08 4.50 938.042 929.524

에너지공학과 17 58 3.41 56.9% 14 4.36 5.29 932.060 911.563

계 785 6,117 7.79 65.1% 　

※ 전체 지원자를 2023학년도 성적산출방법으로 계산하여 추가합격 최종순위까지 해당하는 지원자의 성적임

2.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최저

통과율

추가
합격
최종
순위

학생부등급 환산점수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의과대학
의예과 21 191 9.10 36.7% 24 1.01 1.04 999.872 999.048

간호학과 14 105 7.50 47.6% 20 1.88 2.20 982.328 976.491

계 35 296 8.46 40.5% 　

※ 전체 지원자를 2023학년도 성적산출방법으로 계산하여 추가합격 최종순위까지 해당하는 지원자의 성적임

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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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최종
순위

학생부등급 서류평가 면접평가

평균 최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의과대학
의예과 6 216 36.00 2 1.39 3.50 90.4 3.3 86.8 7.8

간호학과 5 169 33.80 2 2.82 4.03 66.1 3.5 90.1 16.5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9 35 3.89 13 4.32 5.54 86.6 6.3 86.4 6.9

식품영양학과 11 107 9.73 12 4.39 6.87 60.6 5.1 74.4 14.3

환경보건학과 13 53 4.08 13 5.34 6.45 64.3 10.2 73.2 18.2

생명과학과 14 65 4.64 16 4.57 6.06 57.8 5.7 57.9 7.5

스포츠과학과 5 66 13.20 2 4.50 5.66 64.9 3.0 93.7 8.6

스포츠의학과 2 32 16.00 0 3.95 4.48 81.3 2.1 97.2 2.8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6 79 13.17 6 3.78 4.32 59.9 2.3 67.1 16.9

특수교육과 5 48 9.60 7 4.10 5.02 58.0 3.7 66.2 20.1

청소년교육·상담학과 13 90 6.92 7 4.18 5.35 91.3 3.9 84.7 10.1

법학과 8 57 7.13 5 4.07 4.80 57.5 5.8 85.9 7.4

행정학과 9 40 4.44 12 4.14 4.99 60.4 5.6 68.1 15.3

경찰행정학과 9 210 23.33 13 3.00 3.69 62.2 3.6 77.3 16.7

사회복지학과 11 131 11.91 13 4.57 5.99 63.0 6.3 72.7 10.6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9 86 9.56 13 4.14 4.96 54.5 4.1 73.1 13.4

국제통상학과 13 55 4.23 14 4.91 6.38 52.2 7.5 51.0 13.1

관광경영학과 11 63 5.73 5 4.71 5.88 55.7 4.9 71.9 20.7

경제금융학과 8 26 3.25 7 4.87 6.31 57.6 10.5 65.7 19.3

IT금융경영학과 13 59 4.54 8 4.93 6.20 57.2 5.9 57.0 14.2

글로벌문화산업학과 6 28 4.67 11 4.62 5.80 54.2 4.5 56.2 9.5

회계학과 5 20 4.00 1 4.32 5.54 61.5 5.3 78.7 12.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0 68 6.80 12 4.37 5.32 60.7 7.6 64.8 11.7

정보통신공학과 12 70 5.83 8 5.19 5.90 62.6 2.8 91.4 6.7

전자공학과 5 27 5.40 0 4.44 5.41 72.5 7.1 65.2 7.7

전기공학과 9 55 6.11 5 4.63 5.96 53.7 6.9 73.4 15.1

전자정보공학과 6 32 5.33 7 5.53 6.32 60.4 3.7 68.8 13.9

나노화학공학과 7 27 3.86 9 4.60 6.28 67.4 15.0 60.2 15.1

에너지환경공학과 6 34 5.67 10 4.72 5.40 56.6 5.3 52.1 7.0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8 32 4.00 7 4.79 5.90 62.1 6.4 62.8 16.5

기계공학과 6 35 5.83 5 4.51 6.63 59.1 3.6 69.7 15.3

SW융합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11 71 6.45 6 4.86 6.93 60.4 3.2 68.8 7.4

정보보호학과 7 56 8.00 10 4.64 6.16 59.7 9.6 76.6 10.3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5 48 9.60 2 4.23 4.64 62.8 4.6 79.4 6.9

의료생명공학과 7 52 7.43 6 3.85 5.07 57.7 6.6 69.0 10.8

의료IT공학과 4 19 4.75 0 4.57 5.07 67.2 1.7 74.3 7.2

임상병리학과 7 128 18.29 3 3.60 4.35 65.4 4.5 86.4 9.3

작업치료학과 6 83 13.83 2 4.03 4.69 62.0 4.4 89.6 7.0

의약공학과 7 55 7.86 3 4.47 5.59 62.1 7.8 75.3 11.2

의공학과 7 21 3.00 4 4.87 6.43 67.8 10.2 66.4 16.9

SCH

미디어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8 64 8.00 5 4.28 4.76 61.9 6.2 77.8 14.0

영미학과 11 30 2.73 5 5.16 5.88 57.9 5.1 76.4 9.2

중국학과 10 33 3.30 10 5.19 6.89 60.0 6.6 77.4 18.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 129 9.21 6 4.16 5.04 66.9 5.9 78.8 12.3

건축학과(5) 9 133 14.78 11 4.28 4.98 61.0 2.5 83.6 13.5

AI·빅데이터학과 8 36 4.50 8 4.36 5.97 68.4 8.2 85.2 18.5

사물인터넷학과 8 20 2.50 4 4.63 5.79 53.5 5.1 69.0 17.2

스마트자동차학과 9 52 5.78 10 5.23 6.43 55.4 5.2 63.0 12.2

에너지공학과 6 14 2.33 4 4.99 5.97 53.5 4.5 56.1 7.8

향설나눔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 2 2.00 0 5.25 6.18 45.8 0.0 50.0 0.0

계 415 3,253 7.84 　

※ 학생부등급은 합격자(최초, 추가)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포함), 과학 교과의 내신등급 평균임

※ 서류평가, 면접평가 점수는 합격자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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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추가
합격
최종
순위

학생부등급 서류평가 면접평가

평균 최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의과대학
의예과 7 82 11.71 3 1.11 1.34 78.5 2.8 85.6 5.1

간호학과 7 110 15.71 10 2.54 3.31 83.5 9.7 79.6 19.6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6 15 2.50 7 4.58 6.00 60.3 5.7 83.8 9.1

식품영양학과 7 24 3.43 3 4.86 5.37 55.6 3.5 56.7 6.0

환경보건학과 6 19 3.17 0 5.27 5.65 58.7 3.7 82.9 1.0

생명과학과 10 22 2.20 4 4.95 6.39 60.1 4.9 72.0 12.7

스포츠과학과 2 12 6.00 2 4.24 5.19 62.5 3.3 87.5 12.7

스포츠의학과 2 10 5.00 1 4.91 5.20 56.3 5.9 84.3 12.5

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4 44 11.00 3 3.82 4.40 62.8 1.3 78.6 9.5

특수교육과 2 6 3.00 0 4.71 4.75 56.3 2.1 76.4 18.1

청소년교육·상담학과 6 45 7.50 2 3.82 4.53 61.5 4.0 71.5 12.1

법학과 6 25 4.17 7 4.09 4.97 64.3 12.3 66.7 16.4

행정학과 6 25 4.17 4 4.56 5.58 58.1 5.3 75.3 11.0

경찰행정학과 4 97 24.25 1 3.21 3.57 67.5 4.3 87.8 10.8

사회복지학과 9 70 7.78 6 4.60 5.28 58.6 3.8 52.8 7.2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5 37 7.40 5 3.97 4.78 66.5 9.9 73.6 15.8

국제통상학과 8 21 2.63 5 5.21 6.39 53.8 8.4 62.4 16.6

관광경영학과 8 39 4.88 2 5.01 6.38 57.9 2.8 80.8 6.0

경제금융학과 4 12 3.00 3 4.91 5.35 73.5 11.3 74.2 9.2

IT금융경영학과 6 19 3.17 8 5.61 7.44 56.4 4.8 72.2 12.3

글로벌문화산업학과 5 11 2.20 1 5.30 6.21 53.1 12.9 56.5 8.1

회계학과 3 11 3.67 1 4.04 4.53 56.3 3.9 70.1 7.4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4 24 6.00 5 4.44 5.38 63.4 7.6 83.3 8.7

정보통신공학과 4 16 4.00 3 5.31 5.94 53.3 4.7 94.4 5.1

전자공학과 4 14 3.50 2 4.56 5.12 71.5 7.1 67.1 11.3

전기공학과 5 21 4.20 6 5.04 6.08 56.4 3.7 68.4 13.3

전자정보공학과 3 10 3.33 2 5.76 6.10 59.2 4.3 67.2 12.0

나노화학공학과 3 12 4.00 3 4.59 5.48 53.8 7.6 67.6 16.3

에너지환경공학과 3 9 3.00 0 4.50 4.67 58.3 3.4 60.2 3.5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3 14 4.67 4 4.71 5.31 62.2 5.7 70.6 10.5

기계공학과 6 34 5.67 7 4.89 5.60 60.3 3.4 64.5 13.6

SW융합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6 41 6.83 7 4.77 5.62 62.8 3.3 69.9 6.4

정보보호학과 5 11 2.20 3 5.07 6.71 48.7 9.0 58.0 11.6

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3 32 10.67 4 4.09 4.73 70.8 7.6 73.0 10.6

의료생명공학과 4 15 3.75 1 4.03 4.64 60.0 4.4 69.4 12.4

의료IT공학과 2 8 4.00 0 6.38 6.95 49.0 1.0 54.2 6.9

임상병리학과 4 52 13.00 0 3.61 4.05 63.5 4.8 83.3 6.8

작업치료학과 5 53 10.60 3 4.73 5.22 60.2 6.2 77.4 16.8

의약공학과 6 22 3.67 4 4.44 5.17 58.3 5.5 81.7 12.7

의공학과 3 7 2.33 1 4.92 5.10 57.8 3.7 77.1 12.8

SCH

미디어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6 46 7.67 5 4.82 6.45 60.6 3.9 81.1 9.6

영미학과 7 16 2.29 4 5.52 6.93 62.7 9.8 70.7 9.6

중국학과 7 18 2.57 7 5.25 6.82 54.9 6.8 71.1 18.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0 68 6.80 9 3.94 6.07 70.1 6.9 60.7 11.5

건축학과(5) 6 54 9.00 7 4.65 5.86 61.5 8.1 84.2 13.6

AI·빅데이터학과 6 12 2.00 1 5.58 6.71 58.0 8.4 83.7 14.8

사물인터넷학과 7 14 2.00 2 5.82 7.28 50.7 7.2 60.5 20.6

스마트자동차학과 6 28 4.67 6 5.58 7.85 50.7 6.3 60.4 9.6

에너지공학과 4 7 1.75 0 6.45 7.87 43.8 7.0 49.4 5.7

계 255 1,414 5.55 　

※ 학생부등급은 합격자(최초, 추가)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포함), 과학 교과의 내신등급 평균임

※ 서류평가, 면접평가 점수는 합격자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2022학년도 수시모집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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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성적분포

학생부종합 지원자 입시결과 및 성적분포

○: 합격, ×: 불합격

의예과

간호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보건학과

생명과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의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IT금융경영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회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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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공학과

나노화학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호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료IT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의약공학과

의공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영미학과

중국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건축학과(5)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AI·빅테이터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에너지공학과

글로벌자유전공학과

1.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성적분포

학생부종합 지원자 입시결과 및 성적분포

○: 합격, ×: 불합격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7.5

페이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1

학생부교과
등급평균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에너지시스템학과

글로벌자유전공학과

표식 기준
(행 번호 )

색 지정 기준
지원결과

불합격 -면접결시

불합격 -면접신분미…

합격-최초

합격-추가

모양 기준
지원결과

불합격 -면접결시

불합격 -면접신분미…

합격-최초

합격-추가

필터 설정

- 학년도 : (2022)
- 모집전형 :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
- 모집단위 코드 : (1010 글로벌자유전공학과 , A100 에너지시스템학과 )
- 단과대학 : (향설나눔대학 , SCH미디어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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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간호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보건학과

생명과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의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IT금융경영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회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2.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성적분포

학생부종합 지원자 입시결과 및 성적분포

○: 합격, ×: 불합격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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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공학과

나노화학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호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료IT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의약공학과

의공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영미학과

중국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건축학과(5)

AI·빅테이터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에너지공학과

2.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 성적분포

학생부종합 지원자 입시결과 및 성적분포

○: 합격, ×: 불합격

1 1.5 2 2.5 3 3.5 4 4.5 5 5.5 6 6.5 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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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부(과) 전화번호

의과대학

학사지원팀(천안) 041-570-2401,3

학사지원팀(서울) 02-709-9107

의예과 041-530-1389

간호학과 041-570-2492/530-1395

자연과학

대학

학사지원팀 041-530-1216

화학과 041-530-1239

식품영양학과 041-530-1257

환경보건학과 041-530-1265

생명과학과 041-530-4883/1248

스포츠과학과 041-530-1290

사회체육학과 041-530-1289

스포츠의학과 041-530-1298

인문사회

과학대학

학사지원팀 041-530-1101/1156

유아교육과 041-530-1140

특수교육과 041-530-1517

청소년교육·상담학과 041-530-1146

법학과 041-530-1196

행정학과 041-530-1203

경찰행정학과 041-530-1158

사회복지학과 041-530-1212

글로벌경영

대학

학사지원팀 041-530-1650/1576

경영학과 041-530-1161/1655

국제통상학과 041-530-1178/1641

관광경영학과 041-530-1208

경제금융학과 041-530-1169

IT금융경영학과 041-530-1186

글로벌문화산업학과 041-530-1760

회계학과 041-530-1567

단과대학 학부(과) 전화번호

공과대학

학사지원팀 041-530-1311

컴퓨터공학과 041-530-1273

정보통신공학과 041-530-1342

전자공학과 041-530-1325

전기공학과 041-530-1366

전자정보공학과 041-530-1333

나노화학공학과 041-530-1358

에너지환경공학과 041-530-1659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041-530-1374

기계공학과 041-530-1550

SW융합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041-530-1316

정보보호학과 041-530-1639

메타버스&게임학과 041-530-3064

의료과학

대학

학사지원팀 041-530-3090

보건행정경영학과 041-530-3083

의료생명공학과 041-530-3088

의료IT공학과 041-530-3084

임상병리학과 041-530-3093

작업치료학과 041-530-3087

의약공학과 041-530-3095

의공학과 041-530-1591

SCH 

미디어랩스

학사지원팀 041-530-4833/4888

한국문화콘텐츠학과 041-530-1152

영미학과 041-530-1211

중국학과 041-530-113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41-530-1127

건축학과(5) 041-530-1540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041-530-1105

AI·빅데이터학과 041-530-1667

사물인터넷학과 041-530-1250

스마트자동차학과 041-530-1373

에너지공학과 041-530-1253

공연영상학과 041-530-1569

향설나눔

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041-530-1398

창의라이프

대학

스마트팩토리공학과

041-530-4800/4801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융합창업

학부
융합창업학부 041-530-4967

구분 부서명 내선번호

입시

수능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전형
입학관리팀 041-530-4945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팀 041-530-4950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경영학과 041-530-1655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창의라이프대학 041-530-3009

수업 및 

학적
수강신청, 휴학, 복학 등 학사팀 041-530-1531

등록금 등록금수납 재무팀 041-530-1056

장학 및 

대출

장학금, 보훈대상자 신고 학생지원팀 041-530-1035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학생지원팀 041-530-1385

학생지원
통학버스 학생지원팀 041-530-1033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학생지원팀 041-530-1033

구분 부서명 내선번호

생활관

생활관 입사신청

(향설생활관, 학성사)
생활지원팀

041-530-1453, 

4841

Global Village 입사신청 글로벌교육지원팀 041-530-1725

해외

프로그램

교환학생

(영어권, 중국어권)
글로벌교육지원팀

041-530-1305, 

1304

해외어학연수 글로벌교육지원팀 041-530-1305

해외봉사 향설나눔대학 041-530-1788

학생상담 심리건강상담 심리건강상담센터 041-530-1123

진로 및 

취업

취업 취업진로지원센터 041-530-3016

진로 취업진로지원센터 041-530-3096

기타 ROTC(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 041-530-1435

주요 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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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 
Metaversity

순천향대학교는

지속적인 교육혁신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며 대학교육의

넥스트노멀을 선도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오시는 길

서울지역

순천향대학교

인천지역

인천·부천 안산지역

통학버스

대학운행버스

1   서울지역(교대역 → 동천 환승정류장 → 죽전  

간이정류장 → 신갈 간이정류장 → 학교)

2 안산지역(안산역 → 중앙역 → 상록수역 → 학교)

3 인천지역(주안역 → 문학경기장역 → 학교)

4 인천·부천(송내역 → 학교)

셔틀버스

•  신창(순천향대)역 → 학교(동문)

•    전철 도착시간에 맞춰서 운영함

•    학내순환 셔틀버스도 운영함

KTX, SRT

1 KTX :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 천안아산역 

(약 20~35분) → 신창(순천향대)역(약 15분)

2 SRT :   수서역 → 천안아산역(약 30분) → 신창 

(순천향대)역(약 15분) 

신창(순천향대)역 → 학교(셔틀버스 3분)

지하철 1호선

1 신창(순천향대)역행 탑승

2 신창(순천향대)역 → 학교(셔틀버스 3분)

두정역 천안역 천안아산역

온양온천역

신창역
(순천향대)

서울역

안양역

군포역

수원역

오산역

평택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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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LEVEL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

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

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경제

적 활동까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세계 최초 

메타버스  

입학식 개최

(2021)

순천향  

메타 휴먼  

‘스칼라’ 탄생

(2022)순천향  

메타버시티  

건학 선포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