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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KAIST는 1971년 우리나라 산업화 태동기에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출범해 1984년에 학사과정을 

개설했고, 지금까지 박사 13,800여 명을 포함 6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과 정보화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최고 대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KAIST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우리 대학은 국내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KAIST를 모르는 과학자나 교육자가 없을 정도로 선도성과 수월성과 차별성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대학(World-Class University)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은 국가와 국민이 KAIST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세계적인 대학’을 넘어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Global Value-Creative Leading 

University)’을 향해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AIST가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데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일에 대한 ‘도전(Challenge)’ 

정신, 창발적 아이디어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창의(Creativity)’ 정신, 그리고 이웃과 인류의 번영을 

생각하는 ‘배려(Caring)’ 정신, 소위 ‘C3’ 정신이 KAIST인의 DNA 속에 녹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KAIST에 입학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연구·생활 환경 속에서 ‘C3’ 정신을 익히고,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가졌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세계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세계 최고의 교수진과 인프라 속에서 전뇌 교육을 하며, 학문의 경계를 초월하여 여러 전공 

분야를 용이하게 넘나들 수 있도록 기초과목을 탄탄히 그리고 폭넓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화된 캠퍼스에서는 미래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함양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but the dream you dream together becomes reality.

      여러분의 희망찬 꿈을 KAIST가 함께 꾸겠습니다.

      KAIST에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Global Innovator’, ‘인류 미래를 개척해가는 Global Mover’, 

그리고 ‘보다 나은 인류 사회를 만들어가는 Global Shaper’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ST 총장   신 성 철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일에 도전하는 곳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

과학 기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곳

KAIST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어떤 KAIST를 만들고 싶습니까?

는              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창의리더 양성

•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선발

•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 혁신

• 창의적 융합 인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방식 혁신

VISION 2031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대학 

The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for humanity’s happiness and prosperity

KAIST C3 Spirit

도전

Challenge
창의

Creativity
배려

Caring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

A Global Value-Creative 
Leading University

World Bridge KAIST by 2031

 •  글로벌 캠퍼스

 • 해외 국제 캠퍼스

 • KAIST 주도 국제연구

 • KAIST 발전모델 제 3세계 확산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

 • 지속가능한 연구제도 혁신

 • 창의적 / 도전적 연구 지원혁신

 • 글로벌 선도 융합, 협업 연구그룹 육성

기술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 기업가 정신교육 설계 및 확산

• 창업지원기반 조성

•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프로세스 전문화

• 기술출자 기업육성 및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교육 혁신

국제화 혁신

연구 혁신
기술사업화

 혁신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미래전략혁신 How와 What을 같이 추구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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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KAIST

전산학부 건설및환경공학과 화학과 생명화학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신소재공학과전기및전자공학부

2020 QS 세계 대학 랭킹

세계 공과대학 순위

2020 QS 세계 대학 학과별 랭킹 (세계 50위 이내)

(종합대학순위 41위)

공과대학 :

1위. MIT

2위. Stanford대

3위. Cambridge대

4위. 취리히 공대(ETH Zurich)

5위. UC Berkeley 

6위. Oxford대

7위. Imperial College London

8위. 난양공대 (NTU)

9위. 칭화대

10위. 국립싱가포르대 (NUS)

11위. 로잔공대 (EPFL)

12위. Harvard대

13위. 조지아 공대 (Georgia Tech)

14위. 캘리포니아 공대 (Caltech)

15위. Delft 공대

16위. KAIST

세계16위

학생 및 교직원 현황 

재학생 

11,901명

학사과정  ..........................4,575명

석사과정 ..........................3,059명

석박사통합과정 .................. 1,315명

박사과정 ..........................2,952명

졸업생

66,676명

학사 ..............................18,744명

석사 ..............................34,182명

박사 ..............................13,750명

교직원

1,145명

교원  ..................................634명

직원 .................................. 511명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6.1명

글로벌 캠퍼스

11개국 52명 외국인 교원 재직

전임직 교원 중 8.1%

해외대학과의 협력협정 체결 

55개국 232기관 401개 협정

76개국 687명 외국인 학생 재학

재학생 중 8.1% 

해외 대학과의 학생 교류 

32개국 104기관 104개 프로그램

8.1%

401
협정

해외대학과의 복수 및 공동학위 

14개국 51개 프로그램

전체 교과목의 85% 이상 

영어강의 시행

51
프로그램

85%

8.1%
104
프로그램

(2020년 4월 기준)

(2019년 기준, 단위 : 천원 / 년)최고수준의 교육환경

학생 1인당 장학금 

7,099.9 
학생 1인당 교육비 

69,815.6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547,073.8

36위 33위 26위 23위

22위19위17위

세계 

10위 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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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보행 장애 극복

|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

•  부분마비 환자 혹은 노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보행 보조기 ‘엔젤슈트’, 병원에서 보행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엔젤렉스’,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을 위한 ‘워크온슈트’ 개발

•  2016년 10월 전세계 장애인들이 보조로봇을 장착하고 겨루는 최초의 생체공학 올림픽 제1회 사이배슬론

대회에서 ‘워크온슈트’를 입고 출전자가 동메달 획득, 2018년 3월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워크온슈트’를 

착용하여 첫 번째 주자로 성화봉송

인슐린 분비 조절하는 

포도당 감지 신경세포

|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  |

•  뉴욕대학교(NYU) 오양균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초파리 모델 시스템을 이용해 뇌 속 체내 혈당에 직접

적인 기능을 하는 포도당 감지 신경세포를 발견·원리 규명

•  초파리 뇌 속의 포도당 감지 신경세포가 인슐린 생산 조직 활성화, 글루카곤 생산 조직 활동 억제 등을 통해 

체내 혈당 조절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처음으로 밝혀낸 중요한 단서로, 당뇨병의 진단 및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

3차원 스케칭을 이용한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학과 배석형 교수  |

•  공중에서 손을 움직여 제품의 대략적인 크기와 비율을 신속하게 표현하고, 태블릿 상에서 펜 드로잉으로 

세부 형상을 완성하는 혁신적인 3D 스케칭 시스템을 개발

•  이 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국제학술대회인 CHI 2018에 “Agile 3D Sketching 

with Air Scaffolding”이라는 제목으로 논문 게재, 발표, 시연되었으며, 전체 2천5백여 편의 논문 중 

   상위 1퍼센트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논문상 수상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무출혈 주사바늘

|  화학과 이해신 교수  |

•  주사바늘을 찌르고 빼면 반드시 출혈을 동반하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지혈이 잘 이루어지지만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암환자, 혈우병 환자 등은 주사기 사용 후 발생하는 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

•  주사바늘에 self-sealing이 되는 지혈제를 코팅하여 찌른 후에도 전혀 피가 나오지 않는 주사바늘을 개발

세포 상호 작용의 

수학 모델

|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

•  수학적 모델과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세포들이 넓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국제 학술지 ‘네이처 케미컬 바이올로지(Nature Chemical Biology)’에 게재

•   세포들은 아주 짧은 거리만 도달하는 신호 전달 분자를 이용해 넓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이는 세포 내에 주변에서 받은 신호를 증폭해서 주변에 전달하는 메커니즘 덕분임을 편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규명

초음파 자극을 통한 

동물 행동 제어

|  전기및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  |

•  미소 전자 기계 시스템(MEMS)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생쥐의 구조에 맞는 중심 주파수, 크기, 초점 거리, 

초음파 세기를 가지는 1g 미만의 정전용량형 미세 초음파 소자(CMUT)를 이용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쥐의 뇌에 초음파 자극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 학술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Brain 

Stimulation)’에 게재

•  연구팀의 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쥐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어 현재 초음파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으며 수면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간질 연구 등의 다양한 행동 실험 연구에 초음파 자극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KAIST의 최신 연구 성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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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공부하고 싶다면? KAIST!

KAIST의 Artificial Intelligence(AI) 연구 위상

AI분야의 세계 최고의 학술대회인 ICML과 NeurIPS*에 발표된 논문 수 기준

국내 AI 연구자의 실적

(2011~2019)

KAIST가 배출한 글로벌 AI인재

세계를 선도하는 

KAIST의 AI연구 발표

순위 성명 소속 논문수

1 양은호 KAIST 19편

2 신진우 KAIST 16편

3 황성주 KAIST 12편

4 OOO 서울대 8편

5 이주호 KAIST 7편

6 김기응 KAIST 6편

6 OOO 서울대 6편

8 윤세영 KAIST 5편

8 서창호 KAIST 5편

루닛 LUNIT | 백승욱 대표 |

백승욱 대표와 KAIST 출신 연구자들이 

창업한 Global AI Startup TOP100 기업

Univ. of Washington | 이수인 교수 |

AI+정밀의학분야 세계적인 연구자

Prowler.io | 김동호 CTO |

김동호 CTO가 케임브리지에서 창업한 

Global AI Startup TOP100 기업

SKT AI 리서치센터 | 김윤 센터장 |

애플의 음성인식 비서 시리(Siri) 개발팀장

New York Univ. | 조경현 교수 |

Deep Learning을 이용한 

자동 언어 번역 기술의 세계 최고 권위자

*  ICML(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Neur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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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8 세계 순위 변화

2018 세계 순위 (대학) 2019 세계 순위 (기업+대학)

1위. 카네기멜론대

2위. UC Berkeley

3위. MIT

9위. 칭화대

10위. KAIST 
22위. 동경대

28위. 서울대

115위. 포항공대

1위. 구글

2위. Stanford대

3위. MIT

6위. 마이크로소프트

8위. 페이스북

15위. 칭화대

28위. KAIST
38위. 서울대

데이터에 숨어있는 

특징들을 통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알고리즘

|  AI대학원 주재걸 교수  | 

•  평범한 염색모는 저리가라! 대규모 데이터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특징을 스스로 AI가 찾아내어, 다양한 

인종/머리색/나이 변환을 해주는 고화질의 이미지 합성을 수행

•  자동으로 데이터를 태깅하는 알고리즘 : 데이터 태깅 자동화를 통해, 기존에는 힘든 수작업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소수인종 등도 포함하여 데이터 다양화에 기여

AI 분야 대표연구성과

이미지 내의 물체를 

변환하는 알고리즘

|  AI대학원 신진우 교수  | 

•  딥러닝 방법인 적대적 생성망(GAN)을 이용해 이미지 안의 물체를 다른 물체로 변환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최우수 학술대회인 ICLR에 논문 게재

•  세계 최초로 한 이미지에 여러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경우 이미지 변환에 성공하였고 

    (예:양을 기린으로 변환),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 패션 등의 산업분야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

형광염색 인종변환

변환 전

양 기린 바지 치마

변환 전변환 후 변환 후

국제 AI 챗봇 챌린지

(DSTC8) 우승

|  AI대학원 김기응 교수  | 

•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 분야’의 대표적 국제 경진대회인 ‘제8회 대화 시스템 기술챌린지(The Eighth 

Dialogue System Technology Challenge; DSTC8)’의 다중 도메인 태스크 완수(Multi-Domain 

Task Completion) 부문에서 우승 차지

•  복잡한 목적지향 대화처리에도 간결한 훈련방법을 통해 우월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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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창업지원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가정신 문화 조성

•창업-성장-회수(M&A 등)-재도전 등 기업 성장주기에 따른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에코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성공 잠재력이 큰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속력 강화

•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실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는 학생창업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전담 멘토링 및 우승팀 창업지원 자금 제공

• 프로젝트 팀 발굴 ▶ 단계별 미션 및 액티비티 수행 ▶ 후속지원

•  사업화 지원 : 전담멘토 및 전담 Senior 지원, 활동지원금(프로젝트 착수금 50만원, 미션별 우수팀 100만원, 

액티비티 우수팀 200만원, 최종 우수팀 지원금 최대 1,000만원)

• 2019년 상·하반기 각각 18팀 참가, 스타트업 투자자 및 관련 전문가 24인 참여

•  학부과정 : 기업가정신부전공, 기업가정신 및 스타트업관련 이론과 실제교육

•  석사과정 : 창업융합전문석사 19개학과 공동운영, 융합캡스톤, 인턴십 등 문제해결형 실무중심 교과목 운영

•  Startup Village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의 창업플랫폼 구축, 팀 및 그룹형 커뮤니티 시너지 효과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공작기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프로토 타입 공간

K-School

IDEA Factory

인바디 대표이사 차기철 | 기계공학과 |

-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개발

- 체성분 분석 시장점유율 세계 1위

- 2018~2019 KAIST 총동문회장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장병규 | 전산학과 |

- 블루홀 이사회 의장(2015~2018)

- 대표작 : 테라, 배틀그라운드

- KAIST에 100억 원 기부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 생물공학과 |

- 세포생물학 석사, 분자생물학 박사

-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 위원회 위원

- 한국을 빛낸 올해의 무역인(2015)

- KAIST에 10년간 6억 원 기부

아이디스홀딩스 대표이사 김영달 | 전산학과 |

- 영상 보안 전문 기업 아이디스 창업

- 1997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영상 저장장치(DVR) 개발

- 벤처기업협회 부회장(2011~)

- 한국경영학회 제4회 강소기업가상(2014)

동문 창업 사례

교원 및 학생 창업 사례

테그웨이 | 전기및전자공학부 조병진 교수 |

-  세계최초 유연열전소자 기술 개발

-  온도실감장치로 2020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혁신상 수상 

-  2015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대상 수상

플라즈맵 | 물리학과 졸업생 임유봉, 최원호 교수 | 

- 의료용 저온 플라마 멸균기로 해외 시장 개척

-  창업 이후 4년 동안 세계 60여개국 수출 및 연평균 

성장률 200% 이상의 성과, 42건의 특허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정육각 | 수리과학과 졸업생 김재연 |

-  도축한지 1~4일 된 고기만 판매하는 초신선 축산 

유통 

-  2019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18위” 선정

루닛 | 전기및전자공학부 졸업생 백승욱, 

생명과학과 졸업생 서범석 외 4명 | 

-  암 진단 검사 등에 쓰이는 의료 영상을 AI로 진단해 

치료

-  2017년 세계적인 스타트업 미디어 CB Insights에서 

선정한 “AI 100 Startup” 선정

아이엠컴퍼니 |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생 정인모 | 

-  국내 최대규모의 모바일 학교알림장 아이엠스쿨 개발

-  2016년 청년기업인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인재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E*5

KAIST 대표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

토모큐브 | 물리학과 정용근 교수 |

-  연구·진단용 3차원 홀로그래피 기술을 적용한 

현미경 최초 개발

-  한미사이언스, 소프트뱅크벤처스, 데일리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30억원 투자금 유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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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과

입학제도

KAIST 총장장학생 

KPF

KAIST  

Presidential 

Fellowship

Honor 

Program

인턴십 

국제화

최고의

장학제도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URP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  KAIST의 학생들은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하며 1학년 말에 학과(부)를 자유롭게 선택

•  17개 학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과의 정원 제한이 없어 학과 선택 및 전과 자유

•  고교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최우수 학생들이 KAIST에 진학하여 KPF 장학제도를 통해 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주요내용

-  멘토교수 멘토링 프로그램, 해외연수(해외 유명대학 Summer Session, 교환학생, 학회 및 

인턴십) 소요 경비 지원, URP 프로그램 참가 및 연구비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  성적이 뛰어난 학사과정 학생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Honor Student라고 부르고, 이 학생들에 

한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 교과과정을 학사과정 재학 시 이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프로그램

•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교과목 학점을 해당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기간 단축 가능(단, 학사과정 졸업시 최종평균평점이 3.7 이상인 경우)

•  이론교육에 실무능력을 접목시켜 사회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Harvard-MIT MGH internship,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인턴십 등 90여 기관

• 영어강의

- 전체 교과목의 85% 이상 영어강의 시행

-  영어 공용화 캠퍼스 구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리더의 기본소양 함양

• 교 환학생 프로그램

-  미국, 유럽 등 약 100여개 대학(미국 조지아텍, 독일 뮌헨 공대, 덴마크 공과대학, 스위스 

EPFL,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 등)

- 파견대학 학비 면제 

-  미주·호주·유럽(스칸디나비아) 315만원, 유럽 285만원, 아시아권(중국,일본 등) 170만원 

지급 외 기타 가정형편 곤란자 등 장학금 지원

•  KGLC(KAIST Global Leadership Corps)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천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학생 해외 봉사 프로그램

-  매년 여름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공동으로 KAIST-월드프렌즈 아프리카 ICT 봉사단을 

탄자니아, 우간다로 약 4주 간 파견하며, 겨울에는 동남아 교육 봉사단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약 2주 간 파견

•  1학년 및 가정형편곤란자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2~4학년은 성적이 2.7/4.3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성적이 2.7 미만이면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급

• 학자금 135,000원/월 지급

•  학사과정 학생들이 원하는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지도교수, 조교와 함께 연구하여 

학부생에게 실질적인 연구 경험 및 비용 제공

•  2006년부터 1,900여개의 과제수행, 100여건의 논문, 특허, 대회수상, 학회발표 등 학부생의 

연구역량 향상에 공헌

• 지원내용

-  장기 URP program : 연구비(400~500만원) 및 장학금 지급(120~150만원)

-  단기 URP program : 연구비(200~250만원) 및 장학금 지급(80~100만원)

• 우수사례

-  조상연(화학과) : 네이처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논문 제1저자 게재(수십 나노미터급 

초고해상도 광학현미경 연구), Cell 자매지 표지논문 제1저자 게재(말라리아 연구를 위한 

광학 영상기술), 하버드-MIT 연합의공학대학원, 하버드, 스탠퍼드, 칼텍 동시합격

-  신정우(신소재공학과)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Journal of Electroceramics 

등 SCI급 논문 5편 게재 (입 냄새로 당뇨병 진단)

-  조영주(물리학과) : 네이처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Science Advances 제1저자로 

논문 게재 (단일 박테리아 광 산란 분석기술) 

- 박한솔(생명과학과) : Cell지에 논문 게재(유전자 돌연변이 규명)

-  김수빈(화학과) : 영국왕립화학회 ‘Soft Matter’ 표지논문 제1저자 게재,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제2저자 게재(이중 에멀션 형성과정)

KAIST 학교생활 가이드

학사제도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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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Program 
• 예비신입생들이 입학 후 정규과목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로 ‘대학물리’, ‘대학수학’, ‘대학화학’을 개설하여 입학 전에 미리 

기초과정을 학습,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적응력 향상

• 필수가 아닌 선택 과정이며, 희망자에 한하여 입학 후 자유선택과목

으로 학점인정 가능

English Camp
• 전체 교과목의 85%가량을 영어로 시행하는 KAIST 강의에 대한 

준비를 입학전에 할 수 있는 보충영어교육프로그램으로 입학전 3주간 

무료로 운영

• 수시전형 합격생 중 영어능력평가(예비신입생 전원 필수)를 통해 일정

점수 미달자 대상 실시

KAIST 학교생활 가이드

학사과정 로드맵 Interview
KAIST 캐릭터 ‘넙죽이’가 소개하는

학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Bridge Program의 가장 좋았던 점은 영어 수업을 미리 

경험해보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수학 강의는 

수학에 관한 기본적인 어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입학 후 

미적분학1을 영어로 들을 때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배움의 깊이와 수업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Bridge Program을 통해 서술형 시험도 

미리 접해보고, 어려운 개념을 예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Bridge Program

새내기과정학부 19학번 김주희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일부 분야의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어서 자유융합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전 창업에 관심이 있어 3D 디자인, 법률, 창업 등 다양한 

관련분야 교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분야에도 유연하게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진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유융합전공

전산학부 17학번 한영주

평소에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KAIST 선배들의 강연에선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유익한 

조언도 듣고, 미궁, 과자집 만들기 등 재미있는 활동, 

오케스트라, 뮤지컬 관람 등 반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대학 새내기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즐거운·신나는 대학생활

새내기과정학부 19학번 김수원

융합기초학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심화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자유융합전공 중 반드시 택 1

• 심화전공 :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전공

역량 강화

• 자유융합전공 :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 소속 학사조직 이외의 2개 

이상의 학사조직의 전공교과목 중 12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 :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 다른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이수 

• 부전공 : 전공과목 40학점 이상 + 다른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 16개 학과(부) 모두 복수전공/부전공 선택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부전공 

프로그램은 문화기술학 부전공프로그램, 경제학 부전공프로그램, 지식

재산 부전공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프로그램, 기업가정신 

부전공프로그램 제공

전공제도

기초과목

• 미적분, 물리, 화학, 생물,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초필수(17학점/총 23학점) 

및 기초선택과목 수강

인문교양과목

• 교양필수인 영어, 논술, 체육, 인성/리더십 과목 수강

• 인문(행복론, 영화사, 세계문화 특강 등), 사회(법과 사회생활, 뉴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등), 문학예술(뮤지컬의 세계, 외국어 회화, 

근대건축사 등)계열의 교양과목을 자유롭게 수강

즐거운 대학생활(봄학기) / 신나는 대학생활(가을학기)

• 새내기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 고취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양필수과목

• 다양한 학교유형과 출신지역으로 반을 구성하여 반별로 지도교수, 프락터

(선배)를 배정, 새내기의 학업과 학교생활, 진로 등 종합적인 지도

Tutoring Program
• 학사과정 신입생의 기초학업능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

• 기초필수과목을 대상으로 학사과정 튜티희망자를 튜터와 1대 2 또는 1대1 

매칭, 1주 1회(2시간) 총 13회 운영

• 1시간당 25,000원이나, 새내기는 1인당 1과목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은 우선적으로 지원

새내기 세미나

•  진로(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전공에 대하여 예비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설된 자유선택 교과목

1학년 말 자유롭게 학과결정, 졸업직전 학기까지 전과 자유

입학 전

1 학년

2~4 학년

입학 전 프로그램

전공과정

새내기과정학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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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학과소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물리학과   

Physics

“과학의 뿌리를 찾아라”

물리는 넓은 의미로 자연에 관한 과학입니다. 물리

학자는 일반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에서부터 

물질적인 우주 전체 행동까지 포괄하는 넓고 다양

한 범위에 걸쳐 물질의 운동과 특성을 연구합니다. 

KAIST 물리학과는 순수물리뿐 아니라, 생물물리, 

전산물리 등의 응용 물리를 폭넓게 다룹니다. 따라

서 졸업 후 물리학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다

른 전문분야로 진출할 사람을 위해서도 본 과정은 좋

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Electrical Engineering

“최대 및 최고를 자랑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LTE 통신망, 태블릿 PC 등 우

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자기술과 기기들이 존재합니

다. 이렇게 우리 삶을 멋지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

는 학부가 바로 전기및전자공학부입니다. 반도체, 

제어 및 전력전자, 초고주파와 광파, 컴퓨터, 회로

설계, 통신, 신호처리 등 전자공학의 모든 분야를 다

루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Biological Sciences

“생명과학, 인류 지성의 마지막 프론티어”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생명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분야입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발현되고 조절되는지, 세포는 어떻게 조직되어 개체

를 만들고 유지하는지, 신경세포들로 구성된 뇌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 생물 개체들 간

에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를 위해 유전체 정보, 줄기세포 및 인공장기 제작, 현

미경, 나노 기술 등의 최첨단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암이나 자폐

증 같은 인간 질병 발생기작을 이해하고  생명공학적 

치료법과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Bio & Brain Engineering

"21세기는 바이오 혁명의 시대”

바이오및뇌공학은 인류가 건강한 몸과 정신을 바

탕으로 행복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뇌를 포함

한 생명체에 관련된 지식을 발견하고, 질병의 예

방, 진단, 치료를 위한 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KAIST의 바이오및뇌공학과는 기증자인 정문술 선

생님의 뜻에 따라 “미래 국민을 먹여 살릴 기술개발

과 인재양성”이라는 임무를 띠고 2002년에 설립되

었습니다. 헬스케어 및 뇌공학 응용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명/뇌과학과 다양한 공학 지식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기에, 창의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모

험심 강한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수리과학과   

Mathematical Sciences

“아름답고 신비로운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수학은 인간 지적 활동의 근간에 속하는 분류, 계산, 

추측, 증명 등에 관한 능력을 활용하여 수, 공간, 집

합, 함수 등의 수학적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KAIST 수리과학과는 순수수학으로 분류되는 기하

학, 대수학, 위상수학, 해석학 등과 응용수학으로 

불리는 금융수학, 계산수학, 확률 및 통계학, 정보

수학 및 최적화, 생물수학 등 수학의 여러 분야를 연

구하고 있습니다.

전산학부   

Computing

“대한민국 IT의 주역”

전산학은 최첨단 컴퓨팅 기술과 전통적인 논리이론

을 접목시킨 새로운 공학적 개념의 한 분야로, 컴퓨

터를 이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을 연구하는 실용적 

학문입니다. KAIST 전산학부는 첨단 인공지능 기

술과 더불어 인터랙티브 컴퓨팅, 소셜 컴퓨팅, 지

능·정보서비스, 컴퓨터 비전/그래픽스, 시큐어 컴

퓨팅, 소프트웨어 디자인, 로보틱스, 모바일 시스

템 등 여러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산학부만의 자유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자랑하

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심층적인 이론

과 첨단 응용 기술을 폭넓게 겸비한 충실한 교육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의 용광로”

기계공학은 물리, 수학, 화학, 생명과학 등 자연법칙

을 활용하여 인류의 번영과 사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

해 인간이 만드는 인공물의 창안, 설계, 제작에 관한 방

법과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신뢰성 기반 설계 및 

생산, 다중규모 및 초규모 공학, 에너지:생산, 효율 및 

지속가능성, 의용생체 기계공학, 지능메카트로닉스 및 

로봇공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KAIST 기계공학과는 1971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주역들을 배출하였으며, 앞으로 세계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인 공학의 용광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Industrial Design

“사람과 과학기술을 이어주는 매개체”

산업디자인이란 디자인과 조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만드

는 분야입니다. KAIST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디자

인 개발을 위한 지식과 방법론, 조형감각, 과학, 기

술, 인문학을 아우르는 분야를 탐구합니다. 과학적

인 조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

고 제품의 효용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학을 출발

점으로 하여 제품의 기계적 원리를 기반으로 디자인

하기에 실현가능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큰 장점

입니다.

화학과   

Chemistry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첨단연구의 장”

화학의 힘은 새로운 분자를 만들기도 하고 분해하기

도 하며, 나노 규모의 특별한 구조로 분자들을 모이

게 할 수 있고 생명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고 제어

할 수도 있게 합니다. KAIST 화학과에서는 세계적

으로 명성이 높은 다수의 중진 과학자들이 첨단 연구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이어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

척하는 신진 과학자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

다. 교수님들의 연구분야는 화학의 근본 원리를 발

견하는 기초연구부터 환경, 에너지, 생명과학 등 21

세기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응용연

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건설및환경공학과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류애를 담는”

건설및환경공학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주거, 산업, 교통 등에 관련된 사회기반시

설건설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공학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

고 있습니다.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는 인프라구

축에 필요한 구조, 재료, 환경, 지반 등의 기초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그린 

테크놀로지로 대변되는 미래 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Aerospace Engineering

“하늘을 넘어 우주를 뚫고 올라라”

항공우주공학은 ‘과학기술의 총아’로 일컬어집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이나 우주에 관련된 모

든 분야를 연구합니다. 1979년 설립이후 KAIST 항

공우주공학과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탐사, 우주물체감시, 전투

기, 헬기, 드론, 자율/인공지능 시스템, 항공전자, 

항공교통을 포함한 첨단항공우주시스템 개발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요소기술을 넘어 산업시스템 혁신으로”

산업및시스템공학은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나 물류

센터, 대형 병원, 금융 시스템 등 우리 사회의 근간

이 되는 다양한 “산업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련

된 공학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산업및시스템

공학은 시스템 전체를 보는 시각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의사결정 기술을 통해 인류역사의 변곡점에

서 산업시스템 혁신에 기여해 왔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산업시스템 혁신이 가능해진 4

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산업 및 시스템공학 인재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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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학부전공프로그램

Culture Technology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기술”

문화기술(CT)이란 문화 및 예술의 창조, 이해, 향

유를 위해 초학제적으로 연구되는 기술로서, 인간

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기

술을 개발하고 미래 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기술학부전공프로그램은 문화를 위한 

기술, 문화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의 교육에 초

점을 맞추어, 문화소비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디지털문화콘텐츠 기술 습득, 문화/사회 현상에 대

한 과학적 분석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들을 제공

합니다.

경제학부전공프로그램   

Economics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경제제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

다. 경제학 부전공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미

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바탕으로 계량경제학, 게

임이론, 산업조직론, 국제경제학, 기술경제학 등의 

분야를 수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학문 분야와 융

합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

다. 학생들은 경제학 부전공 이수를 통해 더 넓은 시

야를 갖춘 우리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경제, 경영, 금융분야 등의 대학원 진학에도 도

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경영학부 

Business & Technology Management

“과학기술과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KAIST 기술경영학부는 국제적 경영역량을 갖춘 글

로벌 비즈니스 리더와 기업가정신을 갖춘 도전적인 

창업가,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문제 해결 능력

이 있는 사회적 혁신 인재를 양성합니다. 다른 대학

경영학과에서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집중적

으로 배우는 반면, KAIST 기술경영학부에서는 기

술과 경영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

술경영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과학과 공학 분

야 중 하나를 반드시 복수전공해야 하므로 경영과 과

학기술 두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융합기초학부

Transdisciplinary Studies

“초연결·초지능·융복합 4IR시대에 대비하는 창의

융합형 글로벌 리더양성”

융합기초학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문제를 해석하

고, 학문과 현장의 한계를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탄탄한 기초와 8개의 중점분야(데이터과학 및 AI, 스마

트시티·라이프, 헬스케어, 기계및전자, 에너지및환

경, 소재및물질, 문화·미디어, 경영·창업)를 개인맞

춤형 교과과정으로 운영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교과과

정 구성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멘토와 아카데믹 어드바

이저가 지정됩니다. 학위는 융합이학사, 융합공학사, 

이학사, 공학사의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부전공프로그램 

Intellectual Property

“미래의 첨단 산업 리더를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대의 첨

단 과학기술 전문가와 첨단산업 리더에게 창의적이

며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능력은 필수적인 자질입

니다. KAIST 학부과정 학생들은 지식재산부전공프

로그램을 통하여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영업

비밀 등 지식재산 각 분야에 대한 핵심지식과 전략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첨단 과학

기술 전문가, 첨단 산업 리더, 지식재산 전문가가 되

고자 하는 학생들 모두를 위한 과정입니다.

과학기술정책학부전공프로그램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글로벌 정책리더 양성"

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 프로그램은 이공계 전공자

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

습니다. 학부생은 STP 부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과

학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

지, 또 그 근본적인 윤리, 철학, 역사적 맥락에서부

터 실제 정책 분석까지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큰 그림

과 비판적 사고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

게 KAIST에만 있는 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 프로그

램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기업가정신부전공프로그램 

Entrepreneurship

“이공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기업가”

이공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기업가를 양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

적인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벤처를 발굴하는데 초점

을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에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문제를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창

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기업과의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진출하

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실제 

비즈니스를 경험하게 하여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생명화학공학과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가교”

생명화학공학은 생명과학과 나노화학 기술을 전통 

화학공학과 접목시킨 새로운 공학적 개념의 한 분야

로, 생물이나 화학 관련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

는 방법을 다루는 실용적 학문입니다. 이들 제품에

는 일반 화학제품을 비롯해 의료 및 의약 관련 제품, 

생물공학/환경 관련 제품, 전자 및 전기 관련 재료

나 부품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나노바이오, 전기화

학, 에너지 재료나 공정에 이르기까지 첨단 과학기

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응용제품을 창출하여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핵심가교로써 중요한 축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이 기대되는 학문”

신소재공학은 고체와 같은 응집물질을 주로 다룹니

다. 또한 화합물, 상, 미세 및 나노 구조 형성을 위

한 원자 결합을 제어하는 물리 및 화학적 법칙도 연구

합니다. KAIST 신소재공학과는 1993년부터 미국 

공학교육평가기관인 ABET로부터 “미국 최상위 5

개 대학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2017

년에는 영국의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기관인 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재료과학 분야 

세계 13위로 선정되는 등 신소재공학과의 연구역량

이 세계 탑 클래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Nuclear & Quantum Engineering

“21세기 프로메테우스”

원자력 공학은 별의 에너지가 되는 핵융합 반응과 그

리스 로마 신화의 하늘신인 우라노스 이름을 딴 우라

늄 핵분열 반응 등을 사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전

기, 동력, 담수, 수소 등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

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 공

학은 핵반응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방사선을 이

용하여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암 치료 기술과 고에너

지 입자를 이용한 새로운 물질의 탐사 및 제조 등을 

연구합니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현재 

연구 및 교육 여건이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있는 명실

상부 월드 클래스 학과입니다.

공과대학

경영대학 융합기초학부

부전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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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교생활 가이드

장학제도

등록금

     3,433,000원 / 학기

1학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2학년 이상

- 성적이 2.7/4.3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 성적이 2.7 미만이면 등록금 반액 장학금 지급

- 가정형편이 곤란한 경우, 성적에 관계 없이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학자금

135,000원 / 월(정규학기)

- 지원기준 : 타의 모범이 되는 학사과정 학생 20명 내외 선발(모범/봉사/공로부문)

- 지원내역 : 100만원/연/인, 매년 8월 선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 이외 삼성, 동부, 양영, 농협, 정수, 천만, 흥한, 흥산 등 다수 교외장학재단 장학금 

인성장학금

교외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금 종류 지원내역 지원기관

국가근로장학금 250,000원/월 한국장학재단

일반근로장학금 225,000원/월 학교/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275,000원/월
학교

생활지원근로장학금 320,000원/월

근로 장학금

학업 장려 장학금 장학금 종류 지원내역

학과우등장학금
학과 수석(1명) 1,000,000원/학기

학과 차석 및 성적우수(2명) 800,000원/학기

학과발전장학금 최대 500,000원/월

* 2020학년도 봄학기 기준 * 2020학년도 봄학기 기준

KAIST 학교생활 가이드

진로현황

학사

84%가 

KAIST로 진학

92%가 

KAIST로 진학

석사 박사

41.5%
2017

37.0%
2018

39.2%
2019

20대 박사 비율

연구기관

3.0%

구분 박사 졸업생 수 20대 박사 학위취득자 수

2017 624 259

2018 665 246

2019 679 266 

* 2017~2019 졸업생 기준

* 2017~2019 졸업생 기준

최근 3년간 

박사 배출현황

Google, 다음카카오, 네이버,

삼성, LG,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삼성, LG,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삼성, LG, TESLA, Google, 

Apple Inc., Amazon 등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

연구원, 기초과학 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산업체

19.5%

연구기관

0.4%

교육기관

0.3%

정부기관

0.8%

기타

15.4%

산업체

50.2%교육기관

1.2%

정부기관 

6.1%

기타

9.6%

산업체

47.2%

연구기관

18.5%

교육기관

22.0%

정부기관 

1.5%

기타

10.8%

진학

63.6%

진학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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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교생활 가이드

넙죽이의 하루가 보여주는 
KAIST 시설

7:00 AM 
학생기숙사

아침 일찍 일어나 수영을 하고,

1교시 수업을 수강하러 가는 길에 

샌드위치를 먹고 등교합니다.

9:00 AM
창의학습관

학사과정 학생들의 기초 및 필수이수교과목 

수업을 하는 창의학습관으로 이동,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수업을 듣습니다. 

12:10 PM 
학생식당

KAIST에는 학생식당, 뚝배기, 한식, 중식, 분식, 

할랄푸드. 피자, 햄버거, 베이커리 등 먹거리가 많아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1:20 PM 
학술문화관

학술, 연구, 문화, 협업, 창작, 교류,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KAIST의 자랑 도서관, 

오늘도 친구들과 스터디룸을 예약하여 과제를 합니다.

4:30 PM 
장영신학생회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동아리모임이 있어 학생회관으로 갑니다.

5:30 PM 
스포츠컴플렉스

공부,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 

넙죽이는 매일 꾸준히 운동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의료시설
KAIST 구성원과 가족들만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

의료상조회에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도 없습니다.

3:15 PM 
Coffee Break

카페인이 필요한 오후! KAIST에는 카페오가다, 

투썸플레이스, 카페드롭탑, 카페 Grazie, 그랑카페, 스무디킹,

카페잇, 던킨도너츠 등 커피 한 잔 하며 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20~30%할인!

7:00 PM 

저녁먹고 기숙사로 돌아가서 잠을 잘까? 고민하다 

학부생연구활동프로그램(URP)에 참여하고 있는 넙죽이는 

연구과제를 하기 위해 홍&박 KI빌딩으로 이동합니다.

10:00 PM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보낸 넙죽이는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8:00 PM 
홍&박 KI빌딩

학문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 파팔라도센터 약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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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놀라게 한 과학기술들이 탄생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는 연구중심대학!

여기는 도전, 창의, 배려가 

가득한 KAIST입니다.

Ⅰ

2021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Ⅳ

고등학교 2학년 입학지원자격 
심사 안내

Ⅱ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Ⅴ

입학전형료 및 환불 안내

Ⅵ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Ⅲ

전형별 안내

수시전형    1        일반전형

2        학교장추천전형

3        고른기회전형

4        특기자전형

수시전형 면접안내

정시전형    5        수능우수자전형

기타            6        외국고전형



1

2

KAIST는 학과 구분 없이 모집하며, 학생들은 입학 후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함(학과별 정원 제한 없음).

Ⅰ 2021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단과대학 학부/학과

- 융합기초학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산학부

건설및환경공학과

바이오및뇌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 위의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는 변경될 수 있음.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자격 주요내용 전형방법

일반전형 550명 내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1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출신자는 지원 가능함.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학교장추천전형 85명 내외
2021년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3학년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고교별 2명까지 추천 가능)

고른기회전형 40명 내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 새터민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021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특기자전형 20명 내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서 교과, 연구,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자

(예시 : 국제올림피아드 수상, R&E 연구 실적, SW / 로봇 / 

산업디자인 및 설계 등)

•  2021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수능우수자전형 15명 내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본교의 수능 반영 영역을 

충족한 자

대학수학 능력

시험 성적

외국고전형 40명 내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2021년 8월 기준 졸업(예정)자

서류평가 

(필요시 면접평가)

합계 750명 내외

 •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탐구가 즐거운 학생

 •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의지를 가진 학생

 • 높은 주인의식과 협력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학생

 • 윤리의식을 지니고, 인류를 위해 환경을 깊이 생각하는 학생

학생선발 인재상

학사과정 개설 학부 및 학과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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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제출서류 

3. 합격/입학취소 및 장학 지원 제한

4. 기타

Ⅱ 지원자 유의사항 안내

전형명 내용 일정 비고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입학지원서 작성과 서류 제출
2020.9.23.(수) ~ 9.28.(월) 17:00

※ 마감일시까지 작성·도착 기준

2021학년도
봄학기 입학

교사추천서 입력 2020.9.23.(수) ~ 9.29.(화) 17:00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25.(수) 10:00

면접평가

일반전형 2020.12.9.(수)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2020.12.1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26.(토) 10:00

등록기간 2020.12.26.(토) ~ 12.3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 도착 기준

수능우수자전형

입학지원서 작성 2021.1.8.(금) ~ 1.11.(월) 17:00

최종합격자 발표* 2021.2.5.(금) 10:00

등록기간 2021.2.5.(금) ~ 2.1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 도착 기준

외국고전형

입학지원서 작성 2020.12.16.(수) ~ 12.28.(월) 17:00

2021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교사추천서 입력
2020.12.16.(수) ~ 2021.1.15.(금) 
17:00

최종합격자 발표 2021.3.26.(금) 10:00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7.30.(금)까지

* 필요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전형 주요 일정 1. 입학전형 지원

• KAIST는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로 타 대학의 지원 또는 합격(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은 전형 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수능우수자전형은 타 전형(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  모든 전형관련 자료(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사도 검증을 

실시함.

※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증결과 유사도 최댓값이 5% 이상 수준일 경우 유사도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 여부를 판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평가에 반영(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유사도 검증 실시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인 경우 발급기관(또는 학교장)의 원본대조필을 해야 함.

• 제출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 가능함. 

• 다음의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입학 후에라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입학이 취소되거나 장학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류 위조 및 변조, 대리시험,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전형자료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을 경우  

-  지원서 제출 이후에라도 부정행위, 교칙위반, 학업부실(최종학기 급격한 성적 하락 포함) 등 불성실한 학교생활, 학교폭력, 범죄 등 

KAIST의 학생선발 인재상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입학전형 결과는 KAIST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지인 등 타인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줄 수 

없음.

• 입학전형 관련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지원하여야 함.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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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 전형일정

바. 제출서류

가. 모집인원

550명 내외

나. 입학시기

2021학년도 봄학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1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출신자는 지원 가능함.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과학영재선발 

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57쪽의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안내’ 참고)

다. 지원자격

Ⅲ  전형별 안내

내용 일정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과 서류제출 2020.9.23.(수) ~ 9.28.(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도착분에 한함.

교사추천서 입력 2020.9.23.(수) ~ 9.29.(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분에 한함.

1단계(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2020.11.25.(수)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면접평가) 2020.12.9.(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26.(토)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등록기간 2020.12.26.(토) ~ 12.3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필요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공통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하며 마감일시까지 수정 가능

온라인

입력
필수

② 교사추천서 1부

•  재학 또는 출신 고교 교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검정고시 출신자는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아니어도 작성할 수 

있으나 KAIST 소속 교원, 연구원, 직원은 제외함.

•  지원자의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 온라인(원서접수 대행업체)으로 

작성함.

온라인

입력
필수

③ 학교생활기록부
•  입학지원서 작성 시 『NEIS 활용 동의』 선택

•  NEIS 활용 미동의자 및 2013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는 원본 제출

NEIS /

우편 / 방문
필수

④  조기졸업  

예정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과학고 지원자의 경우 KAIST-소속고교 간 확인 가능, 개인 제출 

불필요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과학고 지원자의 경우 KAIST-소속고교 간 확인 가능, 개인 제출 

불필요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1단계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종합 평가함.

- 1단계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의 2.5배수 내외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함.

2단계 (면접평가)

- 평가방법 : 면접을 통해 학업역량과 학업 외 역량을 평가함.

구분 면접 내용 및 방법 비고

학업역량
•  수학·과학·영어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 선택 1과목

학업 외 역량
•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6 : 4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라. 전형방법

 일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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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자 추가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검정고시

①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 입학지원서 작성 시 『온라인 제공 동의』 선택

• 검정고시 결과 제공 미동의자는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온라인동의

/ 우편 / 방문
필수

② 학교생활기록부 • 고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우편 / 방문 선택

검정고시 외

•  해외고교(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재학사실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의 Profile과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를 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졸업자만 해당), 

공인시험성적(SAT, IB Diploma, GCE A-Level, ACT) 원본 제출

우편 / 방문

/ 온라인리포팅

해당자 

필수

※ 제출서류 중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유의사항(35쪽) 및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60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제출대상자 : 2021학년도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 공통 : 고교 졸업(수료) 전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 지원 당시, 최종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한 지원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해외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 이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아포스티유(혹은 영사확인서)를 받은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지원 당시,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국내에서 고교 과정을 마쳐 지원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기한 :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가능시간 :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 제출처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일반전형 담당자 앞 

※ 기한 내에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학교장추천전형 

가. 모집인원

85명 내외

나. 입학시기

2021학년도 봄학기

•  2021년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3학년 재학생으로 아래의 추천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고교 재학 중 학교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학교 유형을 따름.

다. 지원자격

고등학교별 최대 2명

라. 추천인원

마. 전형방법

- 학업역량이 우수하며 특히 수학·과학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열정이 돋보이는 학생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

- 역경 극복 능력과 도전정신이 뛰어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리더십과 협동심, 배려심, 준법정신이 뛰어난 학생

- KAIST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

추천기준

1단계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함.

- 1단계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함.

2단계 (면접평가)

- 평가방법 : 면접을 통해 학업역량과 학업 외 역량을 평가함.

구분 면접 내용 및 방법 비고

학업역량
•  수학·과학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 선택 1과목

학업 외 역량

•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6 : 4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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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형일정

내용 일정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과 서류제출 2020.9.23.(수) ~ 9.28.(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도착분에 한함.

학교장추천 공문 발송 및 교사추천서 입력 2020.9.23.(수) ~ 9.29.(화) 17:00 마감일시까지 도착·작성분에 한함.

1단계(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2020.11.25.(수)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면접평가) 2020.12.1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26.(토)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등록기간 2020.12.26.(토) ~ 12.3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필요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사. 제출서류

공통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하며 마감일시까지 수정 가능 온라인 입력 필수

② 학교장추천공문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공문으로 발송

    (수신자 : 한국과학기술원총장)

※ 공문 분실 예방을 위해 전자공문을 권장하며, 수신자 명칭에 유의

※  전자공문 발송 시 수신자는 ‘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선택

공문 필수

③ 교사추천서 1부
• 재학 또는 출신 고교 교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자의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함.
온라인 입력 필수

④ 학교생활기록부
• 입학지원서 작성 시 『NEIS 활용 동의』 선택

• NEIS 활용 미동의자는 원본 제출

NEIS /

우편 / 방문
필수

※ 공문 양식은 KAIST 입학처 홈페이지-입학정보-서식에서 확인 가능함.

※ 제출서류 중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유의사항(35쪽) 및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60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아.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대상자 : 2021학년도 학교장추천전형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 고교 졸업 전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 제출기한 :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가능시간 :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 제출처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학교장추천전형 담당자 앞 

※ 기한 내에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고른기회전형

가. 모집인원

40명 내외

나. 입학시기

2021학년도 봄학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 구분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2021년 2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과학영재선발

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57쪽의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안내’ 참고)

다. 지원자격

구분별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농·어촌 

•  아래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단, 고등학교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는 고등학교 2년 이수 인정 

㉠ 농·어촌에서 중학교 3년 이수 + 고등학교 3년 이수 + 거주 6년(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농·어촌에서 초등학교 6년 이수 + 중학교 3년 이수 + 고등학교 3년 이수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터민으로 등록된 자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함.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로 인정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이수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어도 무방함.

농·어촌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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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형일정

내용 일정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과 서류제출 2020.9.23.(수) ~ 9.28.(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도착분에 한함.

교사추천서 2020.9.23.(수) ~ 9.29.(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분에 한함.

1단계(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2020.11.25.(수)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면접평가) 2020.12.1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26.(토)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등록기간 2020.12.26.(토) ~ 12.3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필요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라. 전형방법

1단계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함.

- 1단계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함.

2단계 (면접평가)

- 평가방법 : 면접을 통해 학업역량과 학업 외 역량을 평가함.

구분 면접 내용 및 방법 비고

학업역량
•  수학·과학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 선택 1과목

학업 외 역량

•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6 : 4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바. 제출서류

공통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하며 마감일시까지 수정 가능 온라인 입력 필수

② 교사추천서 1부

• 재학 또는 출신 고교 교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검정고시 출신자, 새터민 지원자는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아니어도 

작성할 수 있으나 KAIST 소속 교원, 연구원, 직원은 제외함.

• 지원자의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함.

온라인 입력 필수

③ 학교생활기록부
• 입학지원서 작성 시 『NEIS 활용 동의』 선택

• NEIS 활용 미동의자 및 2013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는 원본 제출

NEIS /

우편 / 방문
필수

④  조기졸업 예정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과학고 지원자의 경우 KAIST-소속고교 간 확인 가능, 개인 제출 

불필요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과학고 지원자의 경우 KAIST-소속고교 간 확인 가능, 개인 제출 

불필요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자 추가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검정고시

①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 입학지원서 작성 시 『온라인 제공 동의』 선택

•  검정고시 결과 제공 미동의자는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온라인동의

/ 우편 / 

방문

필수

② 학교생활기록부 • 고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우편 / 방문 선택

검정고시 외

•  해외고교(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재학사실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의 Profile과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를 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졸업자만 해당), 

공인시험성적(SAT,IB Diploma, GCE A-Level, ACT) 원본 제출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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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별 자격요건 관련 추가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방법 제출구분

농·어촌 지원자

| 공통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우편 / 방문 필수

가. 농·어촌에서 중학교 3년 이수 + 고등학교 3년 이수 + 거주 6년(지원자/부·모)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도 제출)

• 지원자와 부·모의 주민등록초본(모든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1)

나. 농·어촌에서 초등학교 6년 이수 + 중학교 3년 이수 + 고등학교 3년 이수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1), 주민등록등본 우편 /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자활급여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기준)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국가보훈대상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우편 / 방문 필수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우편 / 방문

필수

• 아래 표에서 해당 항목 서류 제출

우편 / 방문

주1)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한 서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새터민은 제출서류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음).

※ 자격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유의사항(35쪽) 및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60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사. 지원자 및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대상자 : 2021학년도 고른기회전형 지원자 및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지원자 |                

- 제출서류 : 지원유형별 자격요건 관련 추가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서류

- 제출기한 : 2020.9.28.(월) 17:00까지 도착 기준

| 최종합격자 |         

- 제출서류

▶ 공통 : 고교 졸업(수료) 전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 지원 당시, 최종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한 지원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해외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 이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아포스티유(혹은 영사확인서)를 받은 최종 고교 성적

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지원 당시,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국내에서 고교 과정을 마쳐 지원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기한 :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가능시간 :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 제출처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고른기회전형 담당자 앞 

※ 기한 내에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항목 해당 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필수)

학력인정

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전문대학 학력인정통보 공문(교육부 발급)

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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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모집인원

20명 내외

나. 입학시기

2021학년도 봄학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서 교과, 연구,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자

(예시 : 국제올림피아드 수상, R&E 연구 실적, SW / 로봇 / 산업디자인 및 설계 등)

• 2021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인정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과학영재선발

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57쪽의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안내’ 참고)

다. 지원자격

1단계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특기의 우수성,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함.

- 1단계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함.

2단계 (면접평가)

- 평가방법 : 면접을 통해 특기역량과 학업 외 역량을 평가함.

구분 면접 내용 및 방법 비고

특기역량
•    특기 관련 우수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개인별 

구술면접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학업 외 역량

•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면접

※ 면접 전 사전 준비 시간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6 : 4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라. 전형방법

 특기자전형
마. 전형일정

내용 일정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과 서류제출 2020.9.23.(수) ~ 9.28.(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도착분에 한함.

교사추천서 입력 2020.9.23.(수) ~ 9.29.(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분에 한함.

1단계(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2020.11.25.(수)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2단계(면접평가) 2020.12.1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0.12.26.(토)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등록기간 2020.12.26.(토) ~ 12.3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필요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바. 제출서류

공통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하며 마감일시까지 수정 가능 온라인 입력 필수

② 교사추천서 1부

• 재학 또는 출신 고교 교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검정고시 출신자는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아니어도 작성할 수 

있으나 KAIST 소속 교원, 연구원, 직원은 제외함.

•  지원자의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함.

온라인 입력 필수

③ 학교생활기록부
• 입학지원서 작성 시 『NEIS 활용 동의』 선택

• NEIS 활용 미동의자 및 2013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는 원본 제출

NEIS /

우편 / 방문
필수

④  조기졸업 예정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과학고 지원자의 경우 KAIST-소속고교 간 확인 가능, 개인 제출 

불필요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과학고 지원자의 경우 KAIST-소속고교 간 확인 가능, 개인 제출 

불필요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⑥ 특기입증자료

•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지원자의 특기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특기입증자료의 제목, 발행기관, 발행연월, 간단한 설명을 입력
온라인 입력

필수
•  특기입증자료는 각 8MB 이내의 PDF 파일로 최대 5개까지 업로드 

가능
파일 업로드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라도 특기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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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자 추가 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검정고시

①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 입학지원서 작성 시 『온라인 제공 동의』 선택

•  검정고시 결과 제공 미동의자는 검정고시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온라인동의

/ 우편 / 

방문

필수

② 학교생활기록부 • 고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우편 / 방문 선택

검정고시 외

•  해외고교(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재학사실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의 Profile과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를 받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졸업자만 해당), 

공인시험성적(SAT, IB Diploma, GCE A-Level, ACT) 원본 제출

우편 / 방문

/ 온라인

리포팅

해당자 

필수

※ 제출서류 중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유의사항(35쪽) 및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60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제출대상자 : 2021학년도 특기자전형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  공통 : 파일로 업로드한 특기입증자료의 원본(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과 고교 졸업(수료) 전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 원본대조필은 발급기관의 직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도 가능함.

※ 지원 당시, 최종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한 지원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해외교육과정 이수자 : 지원 이후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아포스티유(혹은 영사확인서)를 받은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지원 당시,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국내에서 고교 과정을 마쳐 지원단계에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

에 변동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기한 :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가능시간 :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 제출처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특기자전형 담당자 앞 

※ 기한 내에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학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함. 

- 블라인드 면접으로 교복은 착용할 수 없으며 단정한 사복 복장으로 참석하며, 수험번호, 성명 외 개인정보는 언급할 수 없음. 

-  휴대폰, 통신이나 녹음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노트북, 공학용 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기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면접 후 일괄 퇴실 시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전자기기 제외, 모든 개인물품은 본인이 소지하고 이동함. 

- 면접 전/후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면접공간에서 대화를 금지하며, 이동 시 감독관과 동행함. 

- 면접대상자 이외에는 면접장 출입이 불가하며, 학부모는 별도로 준비된 학부모대기실에서 대기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일반전형·학교장추천전형·고른기회전형 

※ 학업역량 면접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지원자가 1과목을 선택함.

사.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수시전형 면접안내

전형별 면접일자

전형별 면접절차

면접대상자 유의사항

특기의 우수성 및 잠재력 확인 

개인별 구술 면접

특기역량 평가 학업 외 역량 면접 준비

면접실A

20분
면접실B

15분
면접준비실

15분

학업 외 역량 평가면접

대기실

면접 후 

대기실

대기 후 일괄 퇴실

학업 외 역량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

지원서 기반, 공통문항 등 

학업 외 역량 관련 구술 면접

학업역량 면접 준비 학업역량 평가

면접준비실 

55분
면접준비실

15분
면접실B

15분
면접실A

20분

학업 외 역량 면접 준비 학업 외 역량 평가면접

대기실

면접 후 

대기실
과학·수학·(영어)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

과학·수학·(영어)

관련 구술면접

학업 외 역량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

지원서 기반, 공통문항 등 

학업외역량 관련 구술 면접

일반전형만 영어과목 면접 실시

특기자전형

대기 후 일괄 퇴실

※ 면접시간(오전/오후) 및 장소는 1단계 합격자 발표시 확인 가능함.

일반전형

2020
12월 6  7 8 9 10   11 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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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 모집인원

15명 내외

바. 동점자 처리 기준

사. 제출서류

아. 전형 일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순서로 고득점 순위를 정함.

1) 수학 가형 표준점수 고득점 순

2) 과학탐구Ⅱ 과목 변환표준점수 고득점 순

• 만약 두 번째 조건까지 모두 같을 경우 동점으로 처리함.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입학지원서
• 온라인(원서접수대행업체)으로 작성 후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지원서 작성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온라인 제공 동의 필수
온라인 입력 필수

※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유의사항(35쪽) 및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60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내용 일정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 2021.1.8.(금) ~ 1.11.(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분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1.2.5.(금)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등록기간 2021.2.5.(금) ~ 2.10.(수) 17:00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1.2.15.(월) ~ 2.19.(금) 도착 기준

※ 필요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공지함.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나. 입학시기

2021학년도 봄학기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다음의 ‘수능 반영 영역’을 충족한 자

※ 군외모집으로 가, 나, 다군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KAIST는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로 타 대학교의 전형에 지원, 합격(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 

수능우수자전형에 지원 가능함.

다. 지원자격

• 반영 영역 :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2과목, 한국사

• 과학탐구영역 반영 교과 : 서로 다른 교과의 Ⅰ+Ⅱ 또는 Ⅱ+Ⅱ 조합

※ 동일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예 : 화학Ⅰ+ 화학Ⅱ는 불가).

• 제출대상자 : 2021학년도 수능우수자전형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 고교 졸업(수료) 전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 검정고시 등 법령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인정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음.

• 제출기한 : 2021.2.15.(월) ~ 2.19.(금) 17:00 (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가능시간 :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 제출처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수능우수자전형 담당자 앞 

※ 기한 내에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활용지표 : 표준점수,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 등급별 점수

• 영역별 활용지표 및 적용점수

영역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학탐구 한국사

활용지표 및 

적용점수
표준점수 표준점수 등급별 점수 주1)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주2)
등급별 점수 주3)

주1)  영어 등급별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주2)  과학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주3) 한국사 등급별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산출방법 예 :  국어 표준점수 + 수학(가형) 표준점수 + 영어 등급별 점수 + 과학탐구Ⅰ 변환표준점수  + 과학탐구Ⅱ 변환표준

점수 + 한국사 등급별 점수

라. 수능 반영 영역

자.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마. 수능 반영 방법

수능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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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모집인원

40명 내외 

내용 일정 비고

입학지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제 2020.12.16.(수) ~ 12.28.(월)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분에 한함.

서류 업로드 2020.12.16.(수) ~ 2021.1.15.(금) 17:00 전형료 결제 후 서류업로드 가능

교사추천서 입력 2020.12.16.(수) ~ 2021.1.15.(금) 17:00 마감일시까지 작성분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021.3.26.(금) 10:00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도착 기준)

2021.7.30.(금)까지
등기우편(해외특급우편) 또는 방문으로 
도착분까지 인정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나. 입학시기

2021학년도 가을학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2021년 8월 기준 졸업(예정)자

※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외에 소재한 학교 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GED 등 해외 검정고시나 홈스쿨링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력은 인정되지 않음.

다. 지원자격

•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함.

• 필요시 지원자에 따라 면접평가를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라. 전형방법 및 절차

마. 전형일정
외국고전형

바.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KAIST 입학처 홈페이지)으로 작성하며 마감일시까지 수정 

가능
온라인 입력 필수

②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최대 3개까지(각 1쪽) 제출 가능(사본의 경우 

발급기관 원본대조필 필요)

자기소개서 작성 

페이지의 문항 

하단에 스캔파일 

업로드

선택

③ 교사추천서 1부
•  Academic Advisor, School Counselor, Homeroom teacher, 

수학 교사, 과학 교사 중 추천서 1부   

별도 안내에 따른 

온라인 입력

필수

④ 고등학교 Profile • 교육과정, 성적부여 방법, 고등학교의 우수성 등
전형료 결제 후

스캔파일 업로드⑤  고등학교/대학교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공인시험성적

※  세부사항은 55쪽 

참고

• 공인시험성적 제출시 수학/과학 각각 한 과목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함.

※  SAT Ⅰ, SAT Ⅱ, IB Diploma, GCE A-Level, ACT, 해당 국가의 

공인 고등학교 졸업시험 또는 대학입학시험 성적

온라인 리포팅 /

스캔파일 업로드

⑦ 대한민국 여권사본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본인의 여권사본 앞면 한 장

전형료 결제 후

스캔파일 업로드
⑧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⑨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전형료 결제

교사추천서 입력

스캔파일 업로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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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요령 구분 내용

성적증명서

(고등학교/대학교)

•  성적증명서는 12년 학제의 경우는 10~12학년, 13년 학제의 경우는 11~13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가을학기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수강과목명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발행 및 업로드해야 함).

•  성적표에 기재된 이름이 입학지원서의 이름과 다른 경우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여권, 신분증, 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재학기간 동안 조기졸업, 월반 등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교에서 이에 대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졸업자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공인시험성적

[온라인 리포팅] 

※ IBDP 예상성적, 

GCE A-Level 및 

국가의 공인 고등학교 

졸업시험 /대학입학시험 

성적은 

스캔하여 업로드함.

•  공인시험성적은 아래 4가지 유형 또는 해당국가 고교졸업/대학입학시험 성적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AP 성적은 상기 공인시험성적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제출 가능

•  위 4가지 유형의 공인시험성적이 없는 경우, 기타 해당 국가에서 공인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또는 

대학입학시험 성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 모든 공인시험성적에는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한 과목 이상 제출해야 함.

• SAT, AP, ACT 성적은 반드시 온라인 리포팅으로만 제출 가능함.

※ SAT, AP 온라인 리포팅 기관 코드 : 4433

※ ACT 온라인 리포팅 기관 코드 : 7778

※ College Board의 온라인 리포팅이 KAIST에 접수되기까지 대략 1~2주 소요 

•  IBDP, GCE A-Level 최종점수가 있는 경우 최종 성적표를 제출하되, 예상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Academic Advisor 또는 School Counselor가 작성/서명한 과목별 및 총점 예상점수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 시 최종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예상점수로 지원 시 조건부합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점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상점수와 

최종점수의 차이가 클 경우 합격/입학 취소 또는 장학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IB 온라인 리포팅 기관 코드 : 000559

• 온라인 리포팅의 경우 2021.1.15.(금) 까지 KAIST에 접수된 성적까지만 인정함. 

※  IB Nov. 2020의 경우 2020.12.17(목). 발표되는 최종점수를 미리 온라인 리포팅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공인외국어성적(TOEFL, TOEIC, TEPS, IELTS, HSK, JLPT, DELF/DALF, DELE, ZD 등)은 

제출하지 않음.

구분 내용

입학지원서와 

자기소개서

• 온라인(KAIST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kaist.ac.kr))으로 지원서를 작성·접수함. 

• 사진은 반명함판(3*4 규격) 크기에 맞는 증명사진을 업로드함.

• 자기소개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한국어, 영어 외 언어로 작성 불가).

•  온라인 접수 마감일시[2020.12.28.(월) 17:00(한국시각 기준)]까지, 모든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접수 처리됨.

•  긴급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람. 

※  정확한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각종 점검 및 확인 절차에서 지연 또는 누락 

발생 시,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  교과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 3개까지(각 1쪽) 제출 가능(사본의 경우 발급 기관 

원본대조필 필요)

 ※ 활동요약본 또는 논문 제출 불가

 교사추천서 1부

•  교사추천서는 지원자가 입학지원서에 지정한 교사(Academic Advisor, School Counselor, 

Homeroom teacher, 수학 교사, 과학 교사)의 추천서 1부만 인정됨.

•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여 수험번호가 발급된 학생에 한하여 입학지원서에 입력된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링크가 제공되며, 반드시 기한 내에 교사가 

직접 입력해야 함.

• 추천교사의 이메일은 반드시 소속학교 이메일이어야 함.(예: gHong@abc.edu.kr)

• KAIST 교원·연구원·직원이 작성한 추천서는 제출할 수 없음.

고등학교 Profile

•  출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심화과정 제공현황, 재학생 수, 재학생 교내성적분포, 재학생 

표준시험성적 평균 및 분포, 출신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 대학진학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함.

• 2개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 모든 고등학교의 Profile을 제출함.

• 책자로 된 Profile은 업로드 불가함(발췌하여 선택적으로 업로드).

• A4 4쪽 이하로 제출

대한민국 여권사본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본인의 여권사본(첫번째 면) 1장을 제출함.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본인의 여권사본(첫번째 면)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2020년 11월 17일 이후 발급 권장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Academic Advisor 또는 School Counselor가 고등학교 졸업년도/월/일이 기재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학교별 자유서식).

• 졸업예정자 중 고교성적표에 졸업년도/월/일이 명시된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중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록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함.

※ 온라인 리포팅된 공인시험성적 등 별도로 제출되는 서류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함.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라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유의사항(35쪽) 및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60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SAT
SAT I 필수, SAT Ⅱ Math Level Ⅱ 필수, SAT Ⅱ Science (Phys, Chem, Bio) 중 1

과목 이상

IBDP
IB Diploma Predicted/Final 총점, Math(AA/AI) HL 필수, Science(Phys, Chem, 

Bio) 중 HL 1과목 이상

GCE A-Level
GCE A2 Level 3과목 이상, A2 Math 필수, A2 Science(Phys, Chem, Bio) 중 1과목 

이상

ACT ACT 총점, Math, Science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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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1. 신청자격

3. 자격인정기준

• 제출대상자 : 2021학년도 외국고전형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A4용지 규격으로 목록순서에 따라 집게(스테이플러 사용 금지)로 철한 후 하나의 봉투에 담아 

      등기우편(해외특급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

원본 주1)
아포스티유 주2)

(또는 영사확인서)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최종학기 성적 포함

공인시험성적 주3) IB 최종점수 온라인리포팅
GCE A-Level 등

해당 국가 공인 시험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 제출자만 해당

학력조회 ◯

국적증명

(선택1)

여권사본 공증

◯

공증사무소 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주1)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원본대조필을 인정하지 않음.

주2)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이트 : http://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 메뉴의 ‘영사서비스’에서 확인

주3) 예상점수로 지원한 경우, 최종점수가 나오는 즉시(IB 7월, GCE A-Level 8월)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2021. 7. 30.(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글 주소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외국고전형 담당자

-  영문 주소 : Undergraduate Admissions Team, KAIST #102, Yang Boon Soon Bld. (E16-1)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41, Republic of Korea 

- 전화 : +82-42-350-4801

- E-mail : admission@kaist.ac.kr

※ 기한 내에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형태

서류명

Ⅳ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 안내

KAIST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법령에 의하여 수학 및 과학분야에 재능이 탁월한 고교 2학년 재학생에 

대해서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심의로 KAIST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란?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영재학교 소속 학생은 본 심사와 관련 없음.

※  조기졸업예정자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는 본 심사와 

     관련 없음.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에 한함.

•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 및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이를 KA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입학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함.

2.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방법 제출구분

① 지원자격신청서 • 온라인(KAIST 입학처 홈페이지)으로 작성 온라인 입력 필수

② 학교장추천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공문 발송

    (수신자 : 한국과학기술원총장)

 ※  공문 분실 예방을 위해 전자공문을 권장하며, 수신자 명칭에 유의

전자공문 필수

③ 학교생활기록부 • 반드시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내역(원본 제출) 우편 / 방문 필수

④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성적증명서 

(12학년제 : 10~11학년, 13학년제 : 11~12학년)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⑤ 고교 Profile • 교육과정, 성적부여방법, 고등학교의 우수성 등 우편 / 방문 해당자 필수*

⑥ 기타 우수성 

입증자료
• 교과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 3개까지 (각 1쪽) 제출 가능 우편 / 방문 해당자 선택*

* 제출서류 ④~⑥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에 한함.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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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인정

5. 자격인정 신청절차 및 일정

6. 심사료

7. 인터넷 접수방법

 8. 기타

2. 기타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

Ⅴ    입학전형료 및 환불 안내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신청자격을 충족하여 KAIST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학사과정 입학 지원자격 인정 신청을 

한 후 심사에 합격(입학 지원자격 인정)하면 KAIST 학사과정 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KA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는 상기 심사 합격자에 대해 지원 가능 전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학교장추천전형은 지원할 수 없음.

•  본 심사를 거쳐 KAIST 학사과정에 합격·입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됨.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신청기간 : 2020.8.17.(월) 10:00 ~ 8.19.(수) 17:00

• 서류제출기간 : 2020.8.17.(월) ~ 8.21.(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 102호)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자격 심사 

담당자 앞

•  심사결과발표 : 2020.9.4.(금) 10:00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 발생, 기타 본교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30,000원(접수 수수료 포함) 

1) KAIST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kaist.ac.kr)에 접속 후 지원서접수 공고를 클릭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 접수 시작

3) 안내에 따라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4) 학교장추천서(소정양식) 전자공문에 위의 지원자격신청서 접수 후 부여받은 수험번호를 기입하여 발송

※ 공문 양식은 KAIST 입학처 홈페이지-입학정보-서식에서 확인 가능

전자공문 발송 시 수신자는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입학전형료를 먼저 납부하고 전형료반환신청서(입학처 홈페이지-입학정보-서식-

기타)와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각 전형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를 각 전형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KAIST 입학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전형료를 반환함.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을 반환함.

• 본교의 귀책사유로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면접 전형료 전액을 반환함.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면접 전형료 전액을 반환함.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1단계 불합격자와 동일한 금액의 전형료를 반환함.

•  본교의 학사과정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함.

※  반환 방법이 환불계좌 이체인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 금액이 이체 수수료 보다 적은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환불계좌 정보의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체 또는 본교로 직접 방문

1. 전형별 입학전형료

전형명 입학전형료 입학전형료 반환 비고

일반전형

90,000원
• 1단계 불합격자 : 3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000원

입학 전형료에는 

접수 수수료가 포함됨.

학교장추천전형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45,000원
• 1단계 불합격자 : 1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45,000원

수능우수자전형 3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30,000원

외국고전형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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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시 및 정시에 해당하는 전형(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 수능우수자전형)은 원서접수대행업체, 

외국고전형은 KAIST 자체 원서접수시스템(KAIST 입학처 홈페이지)을 통하여 지원서를 접수함.

• 접수 마감일시까지 전형료를 결제해야 입학지원서 접수가 인정되며, 접수가 완료되면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됨.

• 교사추천서는 지원자의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 작성 가능함.

•  온라인으로 입력한 지원서류는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없으며, 전형료 결제 후라도 지원 마감일시까지는 지원서의 

일부 및 자기소개서의 수정이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NEIS 활용 동의』를 권장함(외국고전형 제외).

•  입학지원서의 사진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 시 안내하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업로드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나 상반신이 보이는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입학지원서 작성 기간에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의 경우 인터넷 접수 마감일시에 함께 마감됨.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없음.

• 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전형 세부사항의 제출서류 항목에 ‘우편/방문’으로 표시된 서류는 각 마감기한까지 아래 제출처로 도착해야 함.

수시·정시전형 제출처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입학전형팀(양분순빌딩(E16-1건물) 102호) OOO전형 담당자 앞

외국고전형 제출처

Undergraduate Admissions Team, KAIST  

# 102, Yang Boon Soon Bld.(E16-1)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41, Republic of Korea

KAIST는 입학지원서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교의 학적부 생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입학지원서 접수 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서접수대행업체 사이트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1. KAIST 입학원서 작성 및 입력사항 확인 

2. [수시] 자기소개서 작성

3. [특기자전형] 특기입증자료 목록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전형료 결제

접수완료 및 수정(마감일시까지)

우편으로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지원자격 확인,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등을 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 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수시·정시 원서접수 절차

수시·정시 수험표 출력 절차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1단계(서류평가) 합격자 확인

합격 확인 페이지 하단의

수험표 출력 배너 클릭 및  출력

면접평가 시 수험표,

신분증 지참

인터넷 입학지원서 접수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팀 담당자(TEL 042-350-4805)에게 문의 바람.

KAIST 입학처  홈페이지

원서접수 배너 클릭

원서접수대행업체

KAIST  원서접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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