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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내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1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 사항

1   전형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요약

전형구분
모집
인원
(명)

지원자격
최저
학력
기준

제출서류

자기
소개서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
(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

(대안)
검정
고시 국외고

학력
인정
학교

학생부
교    과 교과성적우수자 463 ○ ○ - ○ - - - ○

[수능] - -

학생부
종    합 

국민프런티어 618 ○ ○ ○ ○ ○ ○ ○ X ○ ○

학교장추천 318 ○ ○ ○ ○ - - - X ○ -

고른기회Ⅰ 101 ○ ○ ○ ○ ○ ○ ○ X ○ ○

농어촌학생
(정원외) 100 ○ - ○ ○ - - - X ○ -

고른기회Ⅱ
(정원외) 57 ○ ○ ○ ○ ○ ○ ○ X ○ ○

취업자 22 ○ ○ ○ ○ ○ - ○ X ○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외)
156 - - ○ - - - - X ○ -

실기/실적
위주

특
기
자

어학 47 ○ ○ ○ ○ ○ ○ ○ X - -

소프트웨어 15 ○ ○ ○ ○ - - - X - -

기능 1 ○ ○ ○ ○ - - - X - -

미술�조형 15 ○ ○ ○ ○ - - - ○
[학생부] - -

체육 9 ○ ○ ○ ○ - - - X - -

실
기
우
수
자

피아노 8 ○ ○ ○ ○ ○ - ○ X - -

연기 20 ○ ○ ○ ○ ○ - ○ X - -

영화 19 ○ ○ ○ ○ ○ - ○ X - -

무용 26 ○ ○ ○ ○ ○ - ○ X - -

회화 17 ○ ○ ○ ○ ○ -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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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요약 및 주요 변경 사항

2   주요 변경 사항

가.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모집단위 입학정원(명) 모집단위 입학정원(명)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150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글로벌경영전공
154 전공 신설

 및 정원 
조정재무금융·

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 100 재무금융·

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 96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에너지전자융합전공

210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지능전자공학전공

210 전공 명칭 변경

나.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인문 국어, 수학 가/나, 사탐/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탐/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 국어, 수학 가/나, 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다. 체육특기자전형 검도 종목 폐지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체육특기자(검도)전형 스포츠산업레저학과 3 폐지

라. 건축특기자전형 폐지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건축특기자전형 건축학부 2 폐지

마. 연기특기자전형 폐지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연기특기자전형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1 폐지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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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대학 모집단위 정원(명) 학부 내 전공

인문

글   로   벌 
인문ᆞ지역
대          학

한국어문학부 41 국어국문학전공※ /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67 영미어문전공※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국학부 71 중국어문전공※ / 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55

유라시아학과 30

일본학과 30

사회과학
대        학

행정학과※ 69

정치외교학과※ 46

사회학과 38

언론정보학부 54 미디어전공 / 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34

법과대학
법학부 110 공법학전공※ / 사법학전공※

기업융합법학과[야간] 2

경상대학
경제학과※ 59

국제통상학과※ 55

경영대학

경영학부 154 경영학전공 /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 글로벌경영전공

기업경영학부[야간] 20 기업경영전공

경영정보학부 55 경영정보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7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재무금융ᆞ회계학부 96 재무금융전공 / 회계학전공

자연

창의공과 
대       학 

신소재공학부 120 기계금속재료전공◉ / 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 166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융합기계공학전공※◉ / 에너지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 70 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210 융합전자공학전공※◉ / 전자시스템공학전공◉ / 지능전자공학전공◉

소프트웨어
융 합 대 학 소프트웨어학부 134 소프트웨어전공◉

자  동  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80

자동차IT융합학과 45

과학기술
대       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37

임산생명공학과 37

나노전자물리학과※ 41

응용화학부 67 나노소재전공 / 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35

정보보안암호수학과 44

바이오발효융합학과 40

건축대학 건축학부  65 건축설계전공(5년제) / 건축시스템전공(4년제)

2 모집단위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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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 입학정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정원(명) 비고

예ᆞ체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35

시각디자인학과 33

금속공예학과 23

도자공예학과 22

의상디자인학과 33

공간디자인학과 37

영상디자인학과 30

자동차ᆞ운송디자인학과 30

예술대학

음악
학부

성악전공 23

피아노전공 18

관현악전공 35

작곡전공 15

미술
학부

회화전공 34

입체미술전공 20

공연
예술
학부

연극전공※ 20

영화전공※ 19

무용전공 26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30

스포츠산업레저학과※ 28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8

합  계 2,863

▪입학 후 주간 학부(과)와 야간 학부(과) 상호 간 전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과는 ‘사범계열학과’이므로 요건 충족 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교직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기준) 단, 학과ᆞ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대학 편제 개편으로 교육부 교직이수 승인이 취소되거나 교직 승인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은 21세기형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공 수업은 100% 영어강의로 진행됩니다.

▪(◉)표시된 창의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단일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표시된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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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위주 
위탁교육

(정부)

교과
성적

우수자

국민
프런
티어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Ⅰ

농어촌
학생

(정원외)

고른
기회Ⅱ
(정원외)

취업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외)

특기자
공무원
위탁/
군위탁

(정원외)

인문

글   로   벌
인문ᆞ지역
대         학

한국어문학부 - - - - 2

7

- - - -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8 8 5 2 - - - - -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2 3 - - - - - - -

영어영문학부 8 17 10 3 3 - - 5 -

중국학부 - - - - 3 - - - -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9 9 5 2 - - - - -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4 10 4 1 - - - - -

한국역사학과 12 14 8 2 2 - - - -

유라시아학과 5 7 5 1 1 - - 2 -

일본학과 6 6 4 1 1 - - 3 -

사회과학
대       학

행정학과 13 17 12 3 3

5

- - - -

정치외교학과 13 14 7 2 2 - - - -

사회학과 7 10 6 2 2 - - - -

언론정보학부 - - - - 2 - - - -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8 7 4 1 - - - - -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7 6 2 1 - - - - -

교육학과 5 9 7 1 1 - - - - -

법과대학
법학부 19 27 16 8 5 3 - - - -

기업융합법학과[야간] - - - - - - 2 46 - ★

경상대학
경제학과 10 13 11 2 3

3
- - - -

국제통상학과 10 10 11 2 2 - - - -

경영대학

경영학부 13 29 6 4 6

8

- - - -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 4 7 3 1 - - - - -

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 5 - - - - - - -

경영정보학부[인문] 5 12 6 2 2 - - - -

재무금융ᆞ회계학부 - - - - 4 - - - -

재무금융ᆞ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5 14 5 2 - - - - -

재무금융ᆞ회계학부 회계학전공 5 13 5 2 - - - - -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 - - - - - - - 37 -

기업경영학부[야간] - - - - 1 - 20 110 - ★

(단위 : 명)

3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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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별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위주 
위탁교육

(정부)

교과
성적

우수자

국민
프런
티어

학교장
추천

고른
기회Ⅰ

농어촌
학생

(정원외)

고른
기회Ⅱ
(정원외)

취업자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정원외)

특기자
공무원
위탁/
군위탁

(정원외)

자연

경영대학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자연] 4 6 - 1 - - - - - -

경영정보학부[자연] 2 3 1 - - - - - - -

창의공과
대       학

신소재공학부 - - - - 5

15

- - - -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15 15 10 3 - - - - -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15 15 10 3 - - - - -

기계공학부 - - - - 7 - - - -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15 25 10 3 - - - - -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10 15 9 2 - - - - -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9 10 7 1 - - - - -

건설시스템공학부 21 15 10 3 3 - - - -

전자공학부 - - - - 9 - - - -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14 24 14 3 - - - - -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14 24 13 3 - - - - -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 8 12 6 3 - - - - -

소프트웨어
융 합 대 학 소프트웨어학부 25 35 15 8 6 3 - - 15 -

자  동  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25 19 12 3 3
3

- - 1 -

자동차IT융합학과 14 11 7 2 2 - - - -

과학기술
대        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10 9 5 2 2

8

- - - -

임산생명공학과 9 10 5 2 2 - - - -

나노전자물리학과 12 11 6 2 2 - - - -

응용화학부 - - - - 3 - - - -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11 12 5 2 - - - - -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7 7 3 1 - - - - -

식품영양학과 10 9 5 2 2 - - - -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1 12 7 2 2 - - -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10 11 5 2 2 - - - -

건축대학 건축학부 14 19 11 3 3 2 - - - -

인문ᆞ자연계 합계 463 596 318 101 98 57 22 156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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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별 모집인원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및 경영정보학부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분리하여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의 (★) 표시는 공무원위탁 및 군위탁전형 모집단위 표시이며,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인원에 한하여 지원자격이 주어집니
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실기/실적위주

국민프런티어 농어촌학생
(정원외) 특기자 실기우수자

예
ᆞ
체
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 - 2 -

시각디자인학과 6 - 1 -

금속공예학과 - 1 2 -

도자공예학과 - 1 2 -

의상디자인학과 - - 2 -

공간디자인학과 3 - 2 -

영상디자인학과 - - 2 -

자동차ᆞ운송디자인학과 - - 2 -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남자 - - - -

여자 - - - -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 - - 8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 - - -

음악학부 작곡전공 - - - -

미술학부 회화전공 - - - 17

미술학부 입체미술전공 - - - -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 - - 20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 - - 19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발레 - - - 14

한국무용 - - - 7

현대무용 - - - 5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 - 4 -

스포츠산업레저학과 5 - 1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8 - 4 -

예ᆞ체능계 합계 22 2 2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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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 2020.09.25.(금) 10:00 ~ 09.28.(월) 17:00 (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 없음)

다. 접수 절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 취소나 지원 사항(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수정이 불가능하니,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지원 사항을 확인하
여야 합니다.

2)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원서접수 사이트(www.uwayapply.com)

・대입 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반드시 지원자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함(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함)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자기소개서 입력은 해당자에 한함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수집‧이용‧위탁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증명사진(3×4cm, jpg파일)을 미리 준비해야 함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취소가 불가하며, 지원사항,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수정 불가능함

・실기 및 면접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필수 지참해야 함

・제출서류 봉투 표지 출력 후 해당란(□)에 ‘✓’ 표시해서 발송해야 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공통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국민대학교 추가원서 작성 및 입력

전형료 결제

접수 완료

수험표 출력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대입 표준공통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원서접수 중인 사이트에서
｢국민대학교｣ 검색

제출서류 확인 및 발송
(해당자에 한함)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여 지원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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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원서접수사이트(www.uwayapply.com) 2020.09.25.(금) 10:00 ~ 09.28.(월) 17:00

서류제출 및 입력기한
[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입력[해당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 (별도 제출 없음) 2020.09.29.(화) 17:00까지

・우편제출 :  등기(특급) 우편 발송 (국내 우편 소인 유효분 기준) 2020.09.28.(월)까지

・방문제출 :  본교 본부관 2층 입학전형본부 2020.09.29.(화) 17:00까지

제출서류 도착 확인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발송일 기준 3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가능

면접
고사

학생부
종합

국민프런티어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2.09.(수) 14:00 예정

고사일
인문/예·체능[경영대학 자연계 모집단위 포함] 2020.12.12.(토) 지정일시

자연 2020.12.13.(일) 지정일시

고른기회Ⅰ, 농어촌학생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1.30.(월) 14:00 예정

고사일 2020.12.05.(토) 지정일시

취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1.30.(월) 14:00 예정

고사일 2020.12.06.(일) 지정일시

특기자 어학, 소프트웨어, 기능, 
미술ㆍ조형, 체육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1.17.(화) 14:00 예정

고사일 2020.11.21.(토) 지정일시

실기
고사

실기
우수자

연기

1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12.(월) 14:00 예정

고사일 2020.10.15.(목) ~ 10.19.(월) 중 지정일시

2단계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10.(화) 14:00 예정

고사장 안내 2020.11.12.(목) 10:00 예정

고사일 2020.11.14.(토) ~ 11.15.(일) 중 지정일시

피아노
고사장 안내 2020.10.27.(화) 14:00 예정

고사일 2020.10.30.(금) ~ 11.01.(일) 중 지정일시

 무용
고사장 안내 2020.11.10.(화) 14:00 예정

고사일 2020.11.13.(금) ~ 11.15.(일) 중 지정일시

실기
/

면접
고사

실기
우수자

영화

1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12.(월) 14:00 예정

실기고사일 2020.10.17.(토) ~ 10.18.(일) 중 지정일시

2단계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27.(화) 14:00 예정

면접고사일 2020.10.31.(토) ~ 11.01.(일) 중 지정일시

회화

1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12.(월) 14:00 예정

실기고사일 2020.10.17.(토) ~ 10.18.(일) 중 지정일시

2단계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27.(화) 14:00 예정

면접고사일 2020.10.31.(토) ~ 11.01.(일) 중 지정일시

최초합격자
발표

실기우수자, 특기자, 공무원위탁, 군위탁 2020.11.27.(금) 17:00 예정

교과성적우수자, 국민프런티어, 학교장추천, 고른기회Ⅰ, 고른기회Ⅱ, 
농어촌학생, 취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020.12.26.(토) 17:00 예정

예치금 납부(모든 전형) 2020.12.28.(월) 09:00 ~ 12.30.(수) 16:00

충원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모든 전형) 2021.01.01.(금) ~ 01.04.(월)

예치금 납부(모든 전형) 2021.01.01.(금) ~ 01.05.(화) 

등록금 완납 2021.02.08.(월) 09:00 ~ 02.10.(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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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최초 합격자

가.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발표일시 발표방법

실기우수자 / 특기자 / 공무원위탁 / 군위탁 2020.11.27.(금)
 17:00 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교과성적우수자 / 국민프런티어 / 학교장추천 / 고른기회Ⅰ / 고른기회Ⅱ / 
농어촌학생 / 취업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020.12.26.(토)
 17:00 예정

나. 합격자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구분 최초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등록기간 2020.12.28.(월) 09:00 ~ 12.30.(수) 16:00

등록방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

등록금 완납
등록기간 2021.02.08.(월) 09:00 ~ 02.10.(수) 16:00

등록방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

2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
합니다. 

나. 충원 합격자 발표일시

구분 1차 충원 2차 충원 3차 충원 4차 충원 5차(최종) 충원

발표일시 2021.01.01.(금) 
10:00 예정

2021.01.02.(토) 
10:00 예정

2021.01.02.(토) 
18:00 예정

2021.01.03.(일) 
18:00 예정

2021.01.04.(월) 
18:00 ~ 21:00

발표방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 개별 전화 통보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2021.01.01.(금) 
10:00 ~ 16:00

2021.01.02.(토) 
10:00 ~ 16:00

2021.01.03.(일)
09:00 ~ 16:00

2021.01.04.(월)
09:00 ~ 16:00

2021.01.05.(화)
09:00 ~ 16:00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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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2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일반고(종합고)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보통과<7차 일반 등>’ 출신자는 지원 가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
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8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2

영어영문학부 8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9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4

한국역사학과 12
유라시아학과 5

일본학과 6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3
정치외교학과 13

사회학과 7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8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7
교육학과 5

법과
대학 법학부 19

경상
대학

경제학과 10
국제통상학과 10

경영
대학

경영학부 13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 4

경영정보학부[인문] 5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5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5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경영
대학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자연] 4
경영정보학부[자연] 2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15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15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15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10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9
건설시스템공학부 21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14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14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 8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25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25
자동차IT융합학과 14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10
임산생명공학과 9

나노전자물리학과 12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11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7
식품영양학과 10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1
바이오발효융합학과 10

건축대학 건축학부 14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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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3  전형방법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학생부 교과

일괄합산 1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최저점 0점

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필수 응시영역 

계열 최저학력기준 필수 응시영역

인문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탐/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탐/과탐

자연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탐

※ 제2외국어 및 한문은 탐구영역 1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함(한국사 포함)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6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나.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인문계 자연계 /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자연]/경영정보학부[자연] 포함

① 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국어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③ 학교생활기록부 수학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④ 학교생활기록부 3학년(환산점수) 상위자
⑤ 학교생활기록부 2학년(환산점수) 상위자

① 학교생활기록부 수학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③ 학교생활기록부 국어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④ 학교생활기록부 3학년(환산점수) 상위자
⑤ 학교생활기록부 2학년(환산점수) 상위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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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1  전형일정

구분 일정

면접평가

국민프런티어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2.09.(수) 14:00 예정

고사일
인문계/예·체능계

 [경영대학 자연계 모집단위 포함] 2020.12.12.(토) 지정일시

자연계 2020.12.13.(일) 지정일시

고른기회Ⅰ, 농어촌학생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1.30.(월) 14:00 예정

고사일 2020.12.05.(토) 지정일시

취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1.30.(월) 14:00 예정

고사일 2020.12.06.(일) 지정일시

2  공통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는 공통 평가자료입니다.
     단,  국외고, 검정고시 출신자 등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본교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활용합니다. 
단, 학생부종합(취업자/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본교 서식 자기소개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여 표절‧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라. 자기소개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불합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 수상 실적, 논문, 도서 출간, 발명 특허, 해외 

활동 실적 등)을 작성한 경우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 또는 사업가·공무원·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을 기재한 경우
   - 지원자 고교명, 지원자 성명, 지원자 거주지역 등 기타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적은 경우 등

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지원자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합니다.(수험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및 가번호 부여) 면접평가의 경우 
수험생은 교복, 교표 등 고등학교를 확인 또는 추측할 수 있는 복장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역량, 능력 등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가. 서류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주요 내용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자기주도성
(30)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였는가? 
- 수업 활동, 교내 활동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었는가? 
발전가능성

(20)
・다양한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발전적 변화의 모습이 우수한가?

전공적합성

전공잠재력
(25)

・진로탐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는? 
・지원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역량이 있는가? 

학업능력
(15)

・대학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초 학업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원모집단위에 대한 이해와 학업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인성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10)

・공동체 활동에서 나눔·배려·협력의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가?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 ‘학생부종합(취업자전형)’ /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평가항목 : 산업전문성(50), 도전정신(30), 인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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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평가

평가방법 ・수험생 개인별 10분 이내 개별 블라인드 면접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면접

평가자료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평가문항 제출서류를 토대로 한 서류확인 면접(수험생별 맞춤형 질문)

진행과정 대기실 ➡
고사실 [면접]

➡ 퇴실
도입 – 질의응답 - 마무리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예시문항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40)

・지원자가 수행한 교내활동의 진정성
・활동을 통한 인재로서의 발전가능성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활동이 특별히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

인지 말해보세요.

전공적합성
(40)

・지원전공에 대한 이해도
・지원전공과 관련한 학업능력 및 태도

・○○전공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장 우수한(뛰어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역량
을 키워왔는지 말해보세요. 

인성
(20)

・지원자가 수행한 개인 활동의 진실성
・면접 태도 및 의사소통능력

・주위 친구들과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다면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 말해보세요.

※ ‘학생부종합(취업자전형)’ /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평가항목 : 산업전문성(50), 도전정신(30), 인성(20)

4  전형절차
[면접전형]

[비면접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전형일정/ 전형취지/ 지원자격
・평가방향 및 요소, 선발기준, 배점

사전 공지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심의

입학 사정회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공정위 감사
・블라인드 면접

면접고사

・지원자격 검증
・지원서류 사실 확인(진위여부)

서류자격 심사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및 서약서 서명
・서류평가시스템 활용

서류 평가
・면접대상자 확정

면접대상자 발표

・전형일정/ 전형취지/ 지원자격
・평가방향 및 요소, 선발기준, 배점

사전 공지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 심의

입학 사정회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공정위 감사

・지원자격 검증
・지원서류 사실 확인(진위여부)

서류자격 심사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및 서약서 서명
・서류평가시스템 활용

서류 평가
・반영영역석차등급확인
・교과성적산출

교과성적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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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ᆞ과학ᆞ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 작성이 제한되는 외부 경시대회(예시) >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ᆞ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ᆞ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
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
점”(또는 불합격) 처리

마.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
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
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바.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ᆞ인척 포함)
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ᆞ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사. 유사도검색(자기소개서 0점 처리) 검증 절차

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기준

유사도 구분 자기소개서

A 수준 (Blue Zone) 유사도 5% 미만

B 수준 (Yellow Zone) 유사도 5% 이상 ~ 30% 미만

C 수준 (Red Zone) 유사도 30% 이상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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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절차 

유사도 검증
(수시, 정시)

입학사정관 
검증

사후 검증
(수시, 최종합격자)

서류평가에 
반영

A 수준
BLUE ZONE

B 수준
YELLOW ZONE

C 수준
RED ZONE

서류검토
현장실사

유선확인 등

소명서 
제출

입학사정관
운영위원회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제출 안내]
가.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ᆞ면접평가 자료로 활용 

나.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을 지원자격 서류와 별개로 반드시 제출해
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자격미달 처리됩니다.

다. 제출서류는 국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성적체계,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증빙자료로 자세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참고

라. 서류는 보고서나 포트폴리오가 아닌 증명서만 제출 가능[편집 불가]하며 발급기관 기재되어야 함
- 수상실적, 토익, 토플 등 시험성적표 제출 불가, 제출 시 불합격 처리

마.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교의 ‘원본대조필’을 득한 사본을 제출

바. 서류는 한국어와 영어 기재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 공증하여 제출

사. 본교에서 안내하는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18      KOOKMIN UNIVERSITY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전형)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8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3

영어영문학부 17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9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10

한국역사학과 14

유라시아학과 7

일본학과 6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7

정치외교학과 14

사회학과 10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7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6

교육학과 9

법과
대학 법학부 27

경상
대학

경제학과 13

국제통상학과 10

경영
대학

경영학부 29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 7

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5

경영정보학부[인문] 12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14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13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경영
대학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자연] 6

경영정보학부[자연] 3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15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15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25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15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10

건설시스템공학부 15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24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24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 12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35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19

자동차IT융합학과 11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9

임산생명공학과 10

나노전자물리학과 11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12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7

식품영양학과 9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2

바이오발효융합학과 11

건축
대학 건축학부 19

예·체능

조형
대학

시각디자인학과 6

공간디자인학과 3

체육
대학

스포츠산업레저학과 5

스포츠건강재활학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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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전형)

2  지원자격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계 1단계 성적 면접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구분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전공잠재력  ・학업능력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입학사정관 2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2단계 면접평가 1배수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면접

※ 상세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사항 안내 참조

5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시 미리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
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면접평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③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점수 상위자 ④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⑤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⑥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상위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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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전형)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자기소개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1부

・자기소개서 1부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국외 고등학교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국외 재학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는 제출서류 발급
기준일 제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초ᆞ중ᆞ고등학교 수학기간 확인서(본교 서식) 1부
・국내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국외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및 전출일자 포함) 기재
※ 국외 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기록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국외 초ᆞ중ᆞ고교 수만큼 작성)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 원본제출 가능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결제 후부터  2020.09.29.(화) 17:00까지 수정 가능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      21

종
합

 안
내

전
형

별
 안

내
공

통
 안

내



2.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5

영어영문학부 10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5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4

한국역사학과 8

유라시아학과 5

일본학과 4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2

정치외교학과 7

사회학과 6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4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2

교육학과 7

법과
대학 법학부 16

경상
대학

경제학과 11

국제통상학과 11

경영
대학

경영학부 6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 3

경영정보학부[인문] 6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5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5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경영
대학 경영정보학부[자연] 1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10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10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10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9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7

건설시스템공학부 10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14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13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 6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15

자동차 
융합
대학

자동차공학과 12

자동차IT융합학과 7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5

임산생명공학과 5

나노전자물리학과 6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5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3

식품영양학과 5

정보보안암호수학과 7

바이오발효융합학과 5

건축
대학 건축학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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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

2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

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검정고시,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다. 졸업(예정)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일괄합산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서류평가 학생부 교과 계

일괄합산 1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나. 서류평가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배수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전공잠재력  ・학업능력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입학사정관 3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 상세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사항 안내 참조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6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미리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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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

다.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인문계 자연계
① 서류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① 서류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②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③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③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④ 학생부 영어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④ 학생부 영어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⑤ 학생부 국어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⑤ 학생부 수학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⑥ 학생부 사회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⑥ 학생부 과학교과(환산점수) 상위자

라.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자기소개서 1부
・학교장추천서 1부 (본교 서식)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1부
・자기소개서 1부
・학교장추천서 1부 (본교 서식)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 09. 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분 제출 가능함
▪학교장추천서(본교 서식)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2020.09.29.(화) 17:00까지 수정 가능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24      KOOKMIN UNIVERSITY



3.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

영어영문학부 3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2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1

한국역사학과 2

유라시아학과 1

일본학과 1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3

정치외교학과 2

사회학과 2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1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1

교육학과 1

법과
대학 법학부 8

경상
대학

경제학과 2

국제통상학과 2

경영
대학

경영학부 4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 1

경영정보학부[인문] 2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2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2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경영
대학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자연] 1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3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3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3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2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1

건설시스템공학부 3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3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3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 3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8

자동차 
융합
대학

자동차공학과 3

자동차IT융합학과 2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2

임산생명공학과 2

나노전자물리학과 2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2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1

식품영양학과 2

정보보안암호수학과 2

바이오발효융합학과 2

건축
대학 건축학부 3

2  지원자격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구분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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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나.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나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2) 특성화고교에 설치된 학과가 본교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와 부합하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계 1단계 성적 면접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구분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전공잠재력  ・학업능력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입학사정관 2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2단계 면접평가 1배수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면접

※ 상세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사항 안내 참조

5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시 미리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면접평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③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점수 상위자 ④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⑤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⑥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상위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26      KOOKMIN UNIVERSITY



3.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1부
・자기소개서 1부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국외 고등학교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국외 재학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년별 성적증
명서,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는 제출
서류 발급기준일 제한 없음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초ᆞ중ᆞ고등학교 수학기간 확인서(본교 서식) 1부
・국내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국외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및 전출일자 포함) 기재
※ 국외 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기록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국외 초ᆞ중ᆞ고교 수 만큼 작성)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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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 지원자격 증빙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지청장 발급, 대상구분 명시] 1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 증명서(확인서) 1부 (지원자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특성화고교 졸업자 ・동일계열확인서 1부 (본교 서식)

※ 상세내용은 각종 증명서 제출안내 참조

✿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표

단과
대학 모집단위 동일계열 인정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

계열 기준학과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한국역사학과
/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가사·실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공업 컴퓨터응용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해양정보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가사·실업 복지서비스과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공업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가사·실업 관광과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농생명산업 농산물유통정보과

공업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교육학과 가사·실업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법과
대학 법학부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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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학 모집단위 동일계열 인정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

계열 기준학과

법과
대학 법학부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가사·실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경상
대학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농생명산업 농산물유통정보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수산·해운 항만물류과

경영
대학

경영학부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인문/자연]

공업 컴퓨터응용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경영정보학부
[인문]

공업 컴퓨터응용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상업정보 금융정보과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상업정보 회계정보과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수산·해운 동력기계과

건설시스템공학부
농생명산업 농업토목과 

공업 토목과, 건축과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공업 전자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자동차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3.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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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전형)

단과
대학 모집단위 동일계열 인정 특성화고등학교 기준학과

계열 기준학과
소프트
웨어
융합
대학

소프트웨어학부

공업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게임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자동차
융합
대학

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수산·해운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환경·관광농업과

임산생명공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기계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정보과

나노전자물리학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수산·해운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공업 금속재료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영양학과

농생명산업 산림자원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식품공업과

상업정보 관광경영과

수산·해운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가사·실업 조리과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공업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게임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금융정보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생명공학기술과

공업 식품공업과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수산식품과

건축
대학 건축학부

농생명산업 조경과

공업 기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환경공업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가사·실업 실내디자인과

※ 단,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 원본제출 가능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2020.09.29.(화) 17:00까지 수정 가능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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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2

영어영문학부 3

중국학부 3

한국역사학과 2

유라시아학과 1

일본학과 1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3

정치외교학과 2

사회학과 2

언론정보학부 2

교육학과 1

법과
대학 법학부 5

경상
대학

경제학과 3

국제통상학과 2

경영
대학

경영학부 6

경영정보학부[인문] 2

재무금융·회계학부 4

기업경영학부[야간] 1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5

기계공학부 7

건설시스템공학부 3

전자공학부 9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6

자동차 
융합
대학

자동차공학과 3

자동차IT융합학과 2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2

임산생명공학과 2

나노전자물리학과 2

응용화학부 3

식품영양학과 2

정보보안암호수학과 2

바이오발효융합학과 2

건축
대학 건축학부 3

예·체능 조형
대학

금속공예학과 1

도자공예학과 1

2  지원자격 (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검정고시,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ᆞ면 지역(광역시ᆞ도, 도ᆞ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ᆞ면) 또는 도서ᆞ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ᆞ벽지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예정자 포함)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

▪초ᆞ중ᆞ고등학교 12년 거주자
초등학교 입학일(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읍ᆞ면지역 또는 도서ᆞ
벽지지역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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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공통 사항

▪해당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학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해당기간 중 자퇴ᆞ편입학ᆞ정원외 관리ᆞ유예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초등학교 시작일 당일 읍ᆞ면 지역 또는 도서ᆞ벽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읍ᆞ면 지역 또는 도서ᆞ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로 전ᆞ
편ᆞ재입학 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음

▪직권(또는 신고)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에는 농ᆞ어촌 읍ᆞ면지역 또는 도서ᆞ벽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행정구역은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 각각 입학일(시작일)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각각의 입학일(시작일) 
이후 거주지 또는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해제 또는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농어촌 읍ᆞ면지역 또는 도서ᆞ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단, 재학 중 행정구역 해제 또는 동으로 개편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농어촌 읍ᆞ면지역 또는 도서ᆞ
벽지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계 1단계 성적 면접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구분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전공잠재력  ・학업능력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입학사정관 2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2단계 면접평가 1배수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면접

※ 상세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사항 안내 참조

5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미리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면접평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③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점수 상위자 ④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⑤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⑥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점수 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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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에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1부
・자기소개서 1부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본교 서식) 1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날인) 1부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발급일 이전까지의 주소 이전 이력 전체 기재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 원본제출 가능함
▪제출된 서류로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2020.09.29.(화) 17:00 까지 수정 가능함
▪최종 합격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최종 합격자 중 지원 당시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1.02.26.(금)까지 입학사정관팀(본부관 215호)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추가 제출서류 (졸업일 이후 발행분)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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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Ⅱ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

한국어문학부

7

영어영문학부

중국학부

한국역사학과

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5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언론정보학부
법과
대학 법학부 3

경상
대학

경제학과
3

국제통상학과

경영
대학

경영학부

8경영정보학부

재무금융·회계학부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창의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15
기계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부

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3

자동차 
융합
대학

자동차공학과
3

자동차IT융합학과

과학
기술
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8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응용화학부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바이오발효융합학과

건축
대학 건축학부 2

2  지원자격 (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나. 아래 구분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자 격 요 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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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Ⅱ전형)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일괄합산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서류평가 학생부 교과 계

일괄합산 1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나. 서류평가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배수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전공잠재력  ・학업능력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입학사정관 3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 상세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사항 안내 참조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 서류평가 성적에 의한 학생부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상의 지정 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학생부 성적이 없는 자

6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시 미리 발표한 해당 단과대학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
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인문계 자연계
① 서류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① 서류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②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상위자
③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③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상위자
④ 학생부 영어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④ 학생부 영어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⑤ 학생부 국어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⑤ 학생부 수학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⑥ 학생부 사회교과(환산점수) 상위자 ⑥ 학생부 과학교과(환산점수) 상위자

라.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Ⅱ전형)에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단, ‘일부 모집단위’ 제외)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      35

종
합

 안
내

전
형

별
 안

내
공

통
 안

내



5.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Ⅱ전형)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1부
・자기소개서 1부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국외 고등학교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국외 재학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는 제출서류 발급기준일 제한 없음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초ᆞ중ᆞ고등학교 수학기간 확인서(본교 서식) 1부
・국내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국외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및 전출일자 포함) 기재
※ 국외 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기록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국외 초ᆞ중ᆞ고교 수 만큼 작성)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 증명서(확인서) 1부 (지원자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

※ 상세내용은 각종 증명서 제출안내 참조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 원본제출 가능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2020.09.29.(화) 17:00까지 수정 가능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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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부종합(취업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본교가 인정하는 아래의 산업체 범위 내에서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통산 3년 이상 근무(영업) 경력이 있고, 근무(영업) 중인 자
※ 산업체 인정 범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ᆞ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ᆞ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지원자격 세부사항

1) 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근무(영업)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이어야 함
・근무(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영세창업ᆞ자영업자 중 휴업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2)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근무(영업)중이어야 함

3) 근무기간은 본교에서 요청하는 지원자격 증빙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상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임

4) 군 의무복무 경력은 근무(영업)기간에 포함됨 
단, 원서접수 시작일에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2개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경우 합산하여 통산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6) 고등학교 졸업일(검정고시 합격일) 이전에 직장(자영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계 1단계 성적 면접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구분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산업전문성

・도전정신
・인성

・입학사정관 2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2단계 면접평가 1배수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면접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 [야간] 2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경영대학 기업경영학부 [야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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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부종합(취업자전형)

5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응시 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면접고사에서 ‘F’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시 미리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면접평가 산업전문성 점수 상위자
③ 면접평가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④ 서류평가 산업전문성 점수 상위자
⑤ 서류평가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학생부종합(취업자전형)에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1부
・자기소개서 1부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1부
・자기소개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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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부종합(취업자전형)

✿ 지원자격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재직증명

(※일부가입자 포함)

1. 재직증명서(현 직장에 한함) 1부  ※ 직업군인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제출
2. 아래의 증명서 중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국민연금공단 발행)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3. 주민등록초본 1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산업체 종사 증명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2. 주민등록초본 1부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

현(現)업체

1.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3.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 휴업사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주민등록초본 1부

전(前)업체 1.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출력 시 병역기간 명시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09.25.(금)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 원본제출 가능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2020.09.29.(화) 17:00까지 수정 가능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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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

구분 내  용

마이스터고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특성화고 교육과정 이수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종합)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ᆞ도 교육감이 직업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직업반)

※ ‘보통과 <7차 일반 등>’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고등학교 졸업 후 본교가 인정하는 아래의 산업체 범위 내에서 입학일(2021.03.01.(월)) 기준 통산 3년 이상(예정자 포함) 
     근무(영업)하고,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근무(영업) 중인 자

※ 산업체 인정 범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ᆞ자영업자 포함)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다. 지원자격 세부사항

1) 아래의 근무(영업)기간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입학일을 기준으로 총 근무(영업)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예정자 포함)이어야 함

※ 입학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며,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입학일 기준으로 통산 근무(영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근무(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 영세창업ᆞ자영업자 중 휴업 등 비영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함

나) 입학일 및 원서접수 시작일 모두 근무(영업)중이어야 함
※ 합격하고 등록한 자가 입학일 기준으로 휴직(휴업) 중일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2) 군 의무복무 경력은 근무(영업)기간에 포함됨 
단, 입학일 및 원서접수 시작일에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2개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경우 합산하여 통산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4)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산업체에서 근무(영업)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 [야간] 46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경영대학 기업경영학부 [야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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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서류평가 계 1단계 성적 면접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구분 선발배수 평가항목 평가방법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산업전문성
・도전정신
・인성

・입학사정관 2인의 정성적 종합평가

2단계 면접평가 1배수 ・제출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면접

5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시 미리 발표한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평가 성적(환산점수) 상위자 ② 면접평가 산업전문성 점수 상위자
③ 면접평가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④ 서류평가 산업전문성 점수 상위자
⑤ 서류평가 도전정신 점수 상위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에 이
월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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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자기소개서 1부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재직증명

(※일부가입자 포함)

1. 재직증명서(현 직장에 한함) 1부  ※ 직업군인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제출
2. 아래의 증명서 중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국민연금공단 발행)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3. 주민등록초본 1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산업체 종사 증명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2. 주민등록초본 1부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

현(現)업체

1.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3.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 휴업사실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4. 주민등록초본 1부

전(前)업체 1.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출력 시 병역기간 명시

▪제출서류 발급기준일은 2020.09.25.(금)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발급 원본제출 가능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2020.09.29.(화) 17: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후 저장함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는 2020.09.29.(화) 17:00까지 수정 가능함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최종 합격자는 2021.03.12.(금)까지 입학사정관팀(본부관 215호)으로 아래의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
    (발급기준일 : 2021.03.01.자 이후 발급분)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재직증명

(※일부가입자 포함)

아래의 증명서 중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국민연금공단 발행)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산업체 종사 증명 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

1.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2.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병력기간 명시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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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위주(특기자전형)

1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면접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1.17.(화) 14:00 예정

고사일 2020.11.21.(토) 지정일시

1. 어학 특기자

1  모집단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되는 대한민국 국적자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국 초ᆞ중등과정 학제가 12학년제 이상이어야 함(모집요강 72쪽 참조)

나. 응시일 기준 2018년 10월 1일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자

어학구분 모집단위 인원 어학성적

영어
영어영문학부 5 TOEIC 9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95점 이상 또는 TEPS 452점 이상

※ TOEIC은 국내 시행 정기시험만 인정함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37

러시아어 유라시아학과 2

서울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SNUL TEST) 러시아어 부문
60점(100점 만점 기준)[601점(990점 만점 기준)] 이상 또는 
‘토르플(TORFL)’ 기본단계 이상 취득자 또는 
‘플렉스(FLEX)’ 러시아어 쓰기, 말하기, 듣기ᆞ읽기 부문 중 
1개 영역 이상에서 3A 이상 취득자
※ 토르플(TORFL)은 국내 시행 시험만 인정함

일본어 일본학과 3 신(新)일본어능력시험(新 JLPT) N1급

2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해당 어학성적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8배수(8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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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 특기자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특기(어학성적) 계 1단계 성적 면접 학생부 교과 계

단계별 8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100% 20% 50% 3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100% 1.96% 61.27% 36.77%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200점 5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920점 920점 184점 0점 0점 184점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 면접고사 성적에 의한 학생부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상의 지정 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학생부 성적이 없는 자

5  선발기준

가. 어학 성적은 배점표에 의거 최상위 성적 1개만을 반영합니다. 

나.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가번호 추첨 후 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어학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고득점자
③ 면접고사 기본소양Ⅱ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6  면접고사 내용

면접고사 내용 배점 출제내용 평가내용 면접방법

기본소양Ⅰ(한국어 구술) 250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기본소양Ⅱ(해당 외국어 구술) 250점

합    계 500점 - - -

7  어학성적 배점표
가. 영어영문학부 /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등급 TOEIC TOEFL IBT TEPS 환산점수
1 990 이상 112 이상 544 이상 1,000
2 980 ~ 985 111 526 ~ 543 990
3 970 ~ 975 110 515 ~ 525 980
4 960 ~ 965 108 ~ 109 508 ~ 514 970
5 950 ~ 955 106 ~ 107 501 ~ 507 960
6 945 105 494 ~ 500 950
7 940 104 487 ~ 493 945
8 935 103 480 ~ 486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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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 특기자

등급 TOEIC TOEFL IBT TEPS 환산점수
9 930 102 473 ~ 479 935
10 925 101 466 ~ 472 930

11 915 ~ 920 100 459 ~ 465 925

12 900 ~ 910 95 ~ 99 452 ~ 458 920

나. 유라시아학과

등급 SNULT 러시아어 성적 FLEX 러시아어 성적 TORFL 러시아어 환산
점수100점 만점 기준 990점 만점 기준 쓰기 말하기 듣기ᆞ읽기

1 90~100 900~990 3A등급 169 이상 3A등급 169 이상 3A등급 625 이상 기본단계 96 이상 1,000

2 85~89 850~899 3A등급 165~168 3A등급 165~168 3A등급 600~624 기본단계 91~95 985

3 80~84 800~849 3A등급 162~164 3A등급 162~164 3A등급 585~599 기본단계 86~90 970

4 75~79 750~799 3A등급 159~161 3A등급 159~161 3A등급 570~584 기본단계 81~85 955

5 70~74 700~749 3A등급 156~158 3A등급 156~158 3A등급 555~569 기본단계 76~80 940

6 65~69 650~699 3A등급 153~155 3A등급 153~155 3A등급 540~554 기본단계 71~75 930

7 60~64 601~649 3A등급 150~152 3A등급 150~152 3A등급 526~539 기본단계 66~70 920

※ FLEX ‘2C등급’ 이상 취득자 및 TORFL ‘1단계’ 이상 취득자의 경우는 1등급 환산점수 부여

다. 일본학과

등급 新일본어능력시험(新JLPT) 성적 (N1급) 환산점수

1 166 ~ 180 1,000

2 151 ~ 165 970

3 136 ~ 150 940

4 135 이하 920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어학성적표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어학성적표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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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학 특기자

대상자 제출서류

국외 고등학교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어학성적표 1부
・초ᆞ중ᆞ고등학교 수학기간 확인서(본교 서식) 1부
・국내 재학 초ᆞ중ᆞ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국외 재학 중ᆞ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및 전출일자 포함) 기재
※ 국외 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재학기간 확인을 위해 국외 초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음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기록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국외 중ᆞ고교 수 만큼 작성)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어학성적표 1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어학성적표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어학성적표의 경우 인터넷 조회 화면 출력은 인정하지 않음]
※ 어학성적표 사본제출을 원할 경우 본교 방문접수를 통해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함
※ TOEFL 성적의 경우, 최근 시험을 응시하여 성적표 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하여 ETS에서 제공하는 TOEFL IBT시험 

성적표 PDF 출력본은 인정함
※ TOEFL 성적표 사본(PDF출력본) 제출자는 2020.09.28.(월)까지 입학처에 ETS 또는 College Board로부터 직접 공식 성적표

가 도착하도록 Score Reporting을 신청하여야 함.

TOEFL Score Reporting

<기관코드>
Name of Institution : Kookmin University
Institution Code : 2108
Department Code : 00(undergraduate)

Address
ADMISSION MANAGEMENT DIVISION,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SOUTH KOREA)

※ 국외 중ᆞ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본교 서류제출처에서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함 
단,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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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특기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15

2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

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개최일 기준 2017년 10월 1일 이후에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IOI),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협의회 주최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및 본교가 주최하는 국민대학교 
알고리즘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
※ 경시대회인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래밍 분야가 아닌 보안, 네트워크 분야 등은 제외

다.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해당 입상성적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3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
격자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특기(입상성적) 계 1단계 성적 면접 학생부 교과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100% 20% 50% 3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100% 1.96% 61.27% 36.77%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200점 5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920점 920점 184점 0점 0점 184점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6  선발기준
가. 입상성적은 인정대회의 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거하여 최상위 1개 대회의 배점만을 반영하며, 공모전 및 단체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가번호 추첨 후 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입상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③ 면접고사 전공지식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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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특기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7  면접고사

면접고사 내용 배점 출제내용 평가내용 면접방법 고사 유의사항

기본소양 250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 
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 -

전공지식 250점
별도의 문제출제 없이

수험생이 지참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및 열정

수험생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개별 구술 면접

※면접 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합    계 500점 - - - -

※ 포트폴리오 내용(상장 또는 결과물)
① 상장 : 공모전 불가, 단체전 불가, 참가증 가능
② 결과물 : 본인이 개발한/참가한 작품(규격: 작품당 A4 2장 이내, 총 작품 5개 이내)

8  배점표
가.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

등위
대회등급 1 2 3 4 5

A 1,000 995 990 980 970

B 960 950 940 930 920

나. 대회등급 및 인정등위 분류표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등급 인정등위

국민대학교
알고리즘대회 국민대학교 A

1 대  상
2 금  상
3 은  상
4 동  상
5 장려상

국제정보올림피아드
(IOI)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국제위원회
(IC: International Committee) A

1 Gold
1 Silver
1 Bronze

한국정보올림피아드
(KOI)

※ 2018년 까지 전국대회/
2019년 이후 2차대회만 인정

한국정보과학회
(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

1 대  상
2 금  상
3 은  상
4 동  상
5 장려상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협의회 주최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 대회 포함)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 타기관과 공동주최일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이 발급한 수상실적만 인정
B

1 1등상◉

2 2등상◉

3 3등상◉

4 4등상◉

5 기타입상

※ 경시대회인 경우에도 컴퓨터프로그래밍 분야가 아닌 보안, 네트워크 분야 등은 제외
◎ 대회 인정등위 기준 : 대회 요강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상이면서 최상위 등위를 1등상으로하며, 최상위 등위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

도 대회 요강에 표시된 순위를 기준으로 등위를 산정함 (예 : 모집 요강의 대상(1등상), 금상(2등상) 중 대상 
수상자가 없더라도 금상 수상자는 2등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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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특기자

9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입상실적확인서(본교 서식)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입상실적확인서(본교 서식)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입상실적확인서는 본교 서식으로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한 최상위 배점 1개 대회만 제출
※ 입상실적확인서는 반드시 대회명, 개최일자, 수상등급(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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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특기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자연 자동차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1

2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

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개최일 기준 2017년 10월 1일 이후에 본교가 인정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자동차연맹ᆞ대한자동차경주
협회 공인 레이싱대회에서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

다.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해당 입상성적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8배수(8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
격자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특기(입상성적) 계 1단계 성적 면접 학생부 교과 계

단계별 8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100% 20% 50% 3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100% 1.96% 61.27% 36.77%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200점 5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920점 920점 184점 0점 0점 184점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6  선발기준
가. 입상성적은 인정대회의 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거하여 최상위 1개 대회의 배점만을 반영하며, 단체전, 미인정 대회(이벤트성 대회 포

함) 및 비공인 종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가번호 추첨 후 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입상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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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특기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7  면접고사

면접고사 내용 배점 출제내용 평가내용 면접방법

기본소양Ⅰ 250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기본소양Ⅱ 250점

합    계 500점 - - -

8  배점표
가.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

등위
대회등급 1 2 3 4

A 1,000 995 990 985

B 980 976 972 -

C 964 960 956 952

D 948 944 940 -

E 930 925 920 -

가. 대회등급 및 인정등위 분류표

1) 대회 인정등위 기준 : 대회 요강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상이면서 최상위 등위를 1등상으로하며, 최상위 등위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
도 대회 요강에 표시된 순위를 기준으로 등위를 산정함 (예: 모집 요강의 대상(1등상), 금상(2등상) 중 대상 
수상자가 없더라도 금상 수상자는 2등상으로 인정)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등급 인정등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A

1 금메달

2 은메달

3 동메달

4 우수상

전국기능경기대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C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우수상

※ 단, 기계, 금속ᆞ수송, 전기ᆞ전자 분과 입상자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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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특기자

3) 자동차(카트 포함) 레이싱 대회

대회명 대회등급 공인기관 인정등위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FIA WORLD RALLY CHAMPIONSHIP
FIA WORLD ENDURANCE CHAMPIONSHIP
FIA WORLD RALLYCROSS CHAMPIONSHIP
WTCR - FIA WORLD TOURING CAR CUP
FIA FORMULA E CHAMPIONSHIP
FIA FORMULA 2 CHAMPIONSHIP
FIA FORMULA 3 CHAMPIONSHIP
FIA F3 WORLD CUP
FORMULA 4 CHAMPIONSHIPS
FIA EUROPEAN TRUCK RACING CHAMPIONSHIP
FIA EUROPEAN DRAG RACING CHAMPIONSHIP
FIA ELECTRIC AND NEW ENERGY CHAMPIONSHIP
FIA GT WORLD CUP
FIA GT NATIONS CUP
FIA INTERCONTINENTAL DRIFTING CUP
FIA AFRICAN RALLY CHAMPIONSHIP
FIA ASIA-PACIFIC RALLY CHAMPIONSHIP
FIA CODASUR RALLY CHAMPIONSHIP
FIA EUROPEAN RALLY CHAMPIONSHIP
FIA MIDDLE EAST RALLY CHAMPIONSHIP
FIA NACAM RALLY CHAMPIONSHIP
FIA EUROPEAN RALLY TROPHY 
R-GT CUP
FIA WORLD CUP FOR CROSS COUNTRY RALLIES
FIA WORLD CUP FOR CROSS COUNTRY BAJAS
FIA EUROPEAN RALLYCROSS CHAMPIONSHIP
FIA EUROPEAN AUTOCROSS CHAMPIONSHIP
FIA EUROPEAN HILL CLIMB CHAMPIONSHIP
FIA HILL CLIMB MASTERS
FIA INTERNATIONAL HILL CLIMB CUP
FIA MASTERS HISTORIC FORMULA ONE CHAMPIONSHIP
FIA MASTERS HISTORIC SPORTS CAR CHAMPIONSHIP
FIA LURANI TROPHY FOR FORMULA JUNIOR CARS
FIA HISTORIC FORMULA 3 EUROPEAN CUP
FIA EUROPEAN HISTORIC SPORTING RALLY CHAMPIONSHIP
FIA TROPHY FOR HISTORIC REGULARITY RALLIES
FIA HISTORIC HILL CLIMB

A 국제자동차연맹
(FIA)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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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특기자

대회명 클래스 대회등급 공인기관 인정 등위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쉽

Super 6000 A

대한자동차 경주협회
(KARA)

1 금  상

GT1 A

GT2 B

Radical Cup Asia B

BMW M Class C

넥센 스피드 레이싱

GT-300 C

2 은 상

R-300 C

GT-200 D

GT-100 D

KSR-GT D

KSR-챌린지 E

TT-200 E

TT-100 E

RV-TT E

타임 타겟 E

KIC-Cup 로탁스 맥스 챌린지

Rotax Senior C

3 동상
Rotax Junior D

Rotax Rookie E

Rotax Master E

9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3년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경기실적증명서(경기단체장 발행)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경기실적증명서(경기단체장 발행)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경기실적증명서는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한 최상위 배점 1개 대회만 제출
※ 경기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대회명, 개최일자, 응시종목, 수상등급(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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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ᆞ조형 특기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

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개최일 기준 2017년 10월 1일 이후에 본교가 주최하는 조형실기대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또는 국내 정규 4
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미술ᆞ디자인ᆞ조형분야 실기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

다.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학생부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비고

디자인학과
(공업/시각/의상/공간/

영상/자동차ᆞ운송)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 이상인 자

과목선택은 학년ᆞ학기 구분 없이 석차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가 다른 동일과목은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함

 예) 1학년 1학기 ‘사회’ 1등급, 
1학년 2학기 ‘사회’ 2등급인 경우 

인정 과목수는 ‘2개’임
공예학과

(금속/도자)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인 과목이 3개 이상인 자

5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해당 입상성적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6배수(6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
로 선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1단계 2단계

특기
(입상성적) 계 1단계

성적 면접 학생부
교과 계

단계별 6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100% 40% 45% 15%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100% 25.00% 56.25% 18.75%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400점 450점 150점 1,000점

최저점 500점 500점 200점 0점 0점 200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ㆍ체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2
시각디자인학과 1
금속공예학과 2
도자공예학과 2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ㆍ체능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2
공간디자인학과 2
영상디자인학과 2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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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ᆞ조형 특기자

6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7  선발기준
가. 입상성적은 인정대회의 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거하여 최상위 1개 대회의 배점만을 반영하며, 실기대회 (공동)출품작, 공모전 및 단체

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가번호 추첨 후 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입상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면접고사 작품수준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③ 면접고사 전공지식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④ 면접고사 표현력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8  면접고사

면접고사 내용 배점 출제내용 평가내용 면접방법 고사 유의사항

기본소양 120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
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
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 -

작품수준 110점

별도의 문제출제 없이 수험생이 
지참한 작품집을 통해 평가

작품수준 및 
작품의도와 표현력 

등 평가

수험생의 작품집을 
통한 개별 구술 면접

※ 면접 대상자 작품집 사전 제출 및 지참 안내
1. 작품집 규격: A3 이내의 평면작품 또는 출력물 

10점 이내
2. 사전 제출
  가. 시기: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발표 다음 날까지
  나. 방법: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다. 규격: 10MB 이내 1개의 PDF 파일로 등록
  라. 기타: 미 등록시 면접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3. 작품집 지참: 면접 고사 시에 사전에 등록한 

작품집을 지참해야 함
  가.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작품집에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전공지식 110점

표 현 력 110점

합    계 45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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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술ᆞ조형 특기자

9  배점표
가.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

등위
대회등급 1 2 3 4 5

A 1,000 915 830 745 660

B 745 660 575 500 -

나. 대회등급 및 인정등위 분류표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등급 인정등위

전국 고등학생 조형실기대회 국민대학교 A

1 대  상
2 금  상
3 은  상
4 동  상
5 특  선

한국청소년디자인 전람회 산업통상자원부

B

1 1등상◎

2 2등상◎

3 3등상◎

4 4등상◎

전국 규모
미술ᆞ디자인ᆞ조형분야 실기대회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1 1등상◎

2 2등상◎

3 3등상◎

4 4등상◎

◎ 대회 인정등위 기준 : 대회 요강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상이면서 최상위 등위를 1등상으로하며, 최상위 등위  수상자가 없을 경우
에도 대회 요강에 표시된 순위를 기준으로 등위를 산정함 (예: 모집요강의 대상(1등상), 금상(2등상) 중 대
상 수상자가 없더라도 금상 수상자는 2등상으로 인정)

10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입상실적확인서(본교 서식)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입상실적확인서(본교 서식)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입상실적확인서는 본교 서식으로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한 최상위 배점 1개 대회만 제출
※ 입상실적확인서는 반드시 대회명, 개최일자, 수상등급(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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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 특기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종목별 인원
유도 볼링 스키ᆞ스노보드

예ᆞ체능 체육
대학

스포츠교육학과 4 - -

스포츠산업레저학과 - 1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 4

※ 스키는 알파인에 한함

2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 등의 졸업

(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개최일 기준 2018년 3월 1일 이후에 본교 체육특기자 선발 지정 대회 및 입상범위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인 협회(연맹) 또는 산하 단체가 경기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는 전국 또는 국제 규모대회의 입상실적을 보
유한 자

・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상비군), 고교상비군에 선발된 자

다.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있는 자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
로 선발합니다.

모집
종목

전형
형태

선발
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  분 특기(입상성적) 면접 학생부교과 및 출결 계

유도, 볼링, 
스키ᆞ스노보드

일괄
합산 1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60% 20% 2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55.06% 22.47% 22.47%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600점 200점 200점 1,000점

최저점 110점 0점 0점 110점

※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 교과성적 90%, 출결상황 10%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6  선발기준
가. 입상성적은 인정대회의 등급 등위별 배점표에 의거하여 최상위 3개 대회를 반영(3개 인정대회등급등위별 배점의 합 ÷ 3)하며, 단체

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대회가 3개 미만인 경우에도 나누는 값은 3임

나.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면접고사 결시자(가번호 추첨 후 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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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 특기자

라.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A등급 대회 상위 배점자 ② 최근 개최된 대회등급 등위별 상위 배점자
③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마.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7  면접고사

면접고사 내용 배점 출제내용 평가내용 면접방법

기본소양Ⅰ 100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기본소양Ⅱ 100점

합    계 200점 - - -

8  배점표
가. 대회등급 등위별 배점표

❖ 유도

입상 연도 등위
대회등급 1 2 3

2020년

A 600 540 480

B 540 480 420

C 480 420 360

2018 ~ 2019년 A / B / C 420 360 330

※ 단, 대회 개최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을 경우 개최일이 속한 연도의 성적으로 산정함

❖ 볼링

입상 연도 등위
대회등급 1 2 3 4 5 6 7 8

2019 ~ 2020년

A 600 590 580 570 560 550 540 530

B 590 580 570 560 550 540 530 520

C 580 570 560 550 540 530 520 510

 2018년 A / B / C 560 530 500 470 440 410 370 330

※ 단, 대회 개최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을 경우 개최일이 속한 연도의 성적으로 산정함
※ 국가대표 및 상비군, 청소년대표 및 상비군의 등위는 1위에 해당함

❖ 스키ᆞ스노보드
등위

대회등급 1 2 3

A 600 560 530

B 500 460 430

C 400 36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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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 특기자

나. 대회등급 분류표

종목 대회등급 대회명 주최기관

유도

A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
・YMCA 전국유도대회
・용인대학교 총장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 유도대회

대한유도회

・춘계 전국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한국초중고등학교유도연맹

B

・청풍기전국유도대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대한유도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대한유도회
・하계 전국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한국초중고등학교유도연맹

C

・회장기전국유도대회
・Jeju Cup International Judo Tournament 대한유도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추계 전국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한국초중고등학교유도연맹

볼링

A
・국가대표 및 상비군
・청소년대표 및 상비군
・전국체육대회

대한볼링협회
B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C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스키

A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

대한스키협회
B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 

・전국학생스키대회
C ・전국학생종별스키대회

스노
보드

A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 
・NC컵 (National Cup)
・FIS컵 대회

대한스키협회

B
・전국스키선수권대회 
・동계아시안게임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C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 
・대한스키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 대한스키협회

※ 전 종목 단체전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음
※ 볼링 종목의 경우 ‘대학부 및 일반부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음’
◎ 대회 인정등위 기준 : 대회 요강에 표시되어 있는 최고상이면서 최상위 등위를 1등상으로하며, 최상위 등위  수상자가 없을 경우

에도 대회 요강에 표시된 순위를 기준으로 등위를 산정함 (예: 모집 요강의 대상(1등상), 금상(2등상) 중 대
상 수상자가 없더라도 금상 수상자는 2등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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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 특기자

9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경기실적증명서(경기단체장 발행) 1부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경기실적증명서(경기단체장 발행)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 경기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대회명, 개최일자, 응시종목, 수상등급(등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가대표, 청소년대표는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해당 ‘대표선수(상비군) 선발확인서’에 한해 인정함
◎ 국가대표 상비군, 청소년대표 상비군은 해당 협회 또는 연맹이 발행한 해당 ‘상비군 선발 확인서’에 한해 인정함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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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적위주(실기우수자)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1  전형일정

구분 일정

실기
고사

연기

1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12.(월) 14:00 예정

고사일 2020.10.15.(목) ~ 10.19.(월) 중 지정일시

2단계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10.(화) 14:00 예정

고사장 안내 2020.11.12.(목) 10:00 예정
고사일 2020.11.14.(토) ~ 11.15.(일) 중 지정일시

피아노
고사장 안내 2020.10.27.(화) 14:00 예정

고사일 2020.10.30.(금) ~ 11.01.(일) 중 지정일시

무용
고사장 안내 2020.11.10.(화) 14:00 예정

고사일 2020.11.13.(금) ~ 11.15.(일) 중 지정일시

실기
/면접
고사

영화
1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12.(월) 14:00 예정
실기고사일 2020.10.17.(토) ~ 10.18.(일) 중 지정일시

2단계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27.(화) 14:00 예정

면접고사일 2020.10.31.(토) ~ 11.01.(일) 중 지정일시

회화

1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12.(월) 14:00 예정
실기고사일 2020.10.17.(토) ~ 10.18.(일) 중 지정일시

2단계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고사장 안내 2020.10.27.(화) 14:00 예정

면접고사일 2020.10.31.(토) ~ 11.01.(일) 중 지정일시

※ 연기 실기우수자전형 1단계 / 2단계 실기고사는 ‘고사일자 예약신청’을 통해 개인별 일자를 지정함

2  공통사항

가.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제외]

일반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직업)/
마이스터고

자율고/
특성화고(대안) 검정고시 국외고 학력인정 학교

○ ○ ○ ○ ○ - ○

나.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모집요강 73쪽 참조

※ 실기고사 성적에 의한 학생부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년

(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학생부 성적이 없는 자

라. 선발기준

1)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실기고사 결시자(가번호 추첨 후 응시포기자 포함)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2)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3)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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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2)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실기/실적위주(실기우수자) 전형일정 및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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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아노 실기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ᆞ체능 예술대학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8

2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  분 실기 학생부교과 계

일괄합산 1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90% 1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90% 1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900점 1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3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실기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실기고사 자유곡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③ 실기고사 베토벤 소나타 빠른 악장 한 악장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4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 내용

실기내용 적용비율 배점

Etude 1곡 30% 270점

베토벤 소나타 빠른 악장 한 악장 30% 270점

자유곡 1곡 40% 360점

나. 유의사항

・실기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를 통해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
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고사 시작 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평가(관리, 감독, 측정, 인솔)위원의 통제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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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기 실기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ᆞ체능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20

2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8배수(8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
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  분 1단계 2단계
실기 계 실기 학생부 교과 계

단계별 8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100% 60% 4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100% 60% 4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600점 4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3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실기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실기고사 지정희곡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③ 실기고사 즉흥연기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4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 내용

구분 고사과목 실기내용 배점 고사시간

1단계
지정연기 시험시간 전 배포되는 문제의 대사와 동작을 연습해서 발표 500점

2분 내외
특    기 수험생이 준비한 특기 발표

- 독백, 혹은 연기적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또는 움직임 500점

2단계

지정희곡
지정희곡 다음 4편 중 1편에서 독백을 골라 준비해서 발표
[지정희곡]       ・안티고네 (장 아누이)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민중의 적 (헨릭 입센)      ・야끼니꾸 드래곤 (정의신)

300점 1분 30초 내외

특    기 수험생이 준비한 특기 발표
- 독백, 혹은 연기적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또는 움직임 150점 1분 30초 내외

즉흥연기 시험시간 전 제시되는 상황이나 단어를 토대로 수험생이 상황에 맞는 즉흥연기로 구성해서 발표 150점 2분 내외

※ 실기고사는 배경음악 및 반주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유의사항

・실기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를 통해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평가(관리, 감독, 측정, 인솔)위원의 통제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실기고사 복장은 검은색 상ᆞ하의 혹은 검은색 하의, 하얀색 상의(움직이기 편한 복장) 이외에는 금합니다. 예외가 없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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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실기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ᆞ체능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19

2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3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
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  분 1단계 2단계
실기 학생부 교과 계 1단계 성적 면접 계

단계별 3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70% 3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70% 30% 100% 7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700점 300점 1,000점 7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3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2단계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실기고사 중 ‘구성력’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③ 실기고사 중 ‘창의력’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4  실기고사

구분 고사과목 실기내용 고사시간 준비도구 배점 비고

1단계 스토리
구성

제시된 소설, 시 등 문학작품의 한 부분을 읽고, 이를 토대
로 스토리를 글로써 재구성한다. (기-승-전-결) 90분 연필(샤프),

지우개, 검정색 볼펜 700점 구성력 : 70% 
창의력 : 30%

5  면접고사

구분 면접고사 내용 배점 출제내용 평가내용 면접방법

2단계
기본소양Ⅰ 150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기본소양Ⅱ 150점
합    계 300점 - - -

6  지원자 유의사항

・실기 및 면접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를 통해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
항’을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평가(관리, 감독, 측정, 인솔)위원의 통제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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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용 실기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ᆞ체능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발레 14

한국무용 7
현대무용 5

2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  분 실기 학생부교과 계

일괄합산 1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90% 1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90% 1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900점 1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3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실기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실기고사 기술력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4  실기고사
가. 실기고사 내용

실기내용 배점 고사시간 비고
자유작품 발표 [순수무용 예술장르에 국한]

* 음악은 USB 내에 반드시 1개의 mp3 파일로 녹음 저장하여 제출
* MP3 사운드 형식(파일 확장자 *.mp3)으로 제출
* USB 미인식/미작동 등 문제 발생 시 수험생 본인의 책임

900점 2분 이내 기술력 : 50%
예술력 : 50%

✿ 실기의상	

구분 실기의상

발레
남자 [상의] 소매 없는 흰색 레오타드 	 [하의] 검은색 타이즈, 검은색 발레슈즈
여자 [상의] 둥근 목의 검은색 긴 팔 레오타드	 [하의] 핑크색 타이즈, 핑크색 토슈즈 

한국무용
남자 [상의] 소매 없는 흰색 레오타드	 [하의] 검은색 면바지, 흰색 코슈즈
여자 [상의] 둥근 목의 검은색 긴 팔 레오타드	 [하의] 핑크색 타이즈, 흰색 코슈즈   ※풀치마 본교 제공

현대무용
남자 [상의] 소매 없는 흰색 레오타드	 [하의] 검은색 발목 타이즈
여자 [상의] 둥근 목의 검은색 긴 팔 레오타드	 [하의] 검은색 발목 타이즈

유의사항 1. 얼굴 화장은 불허합니다.
2. 소품 지참 및 장식은 일체 불허합니다.    ※ 단, 발레(클래식), 한국무용(전통) 작품에 필요로 하는 소품만 허용함

나. 유의사항

・실기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를 통해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평가(관리, 감독, 측정, 인솔)위원의 통제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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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화 실기우수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예ᆞ체능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17

2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가. 1단계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500%)를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 중에서 2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 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
발합니다.

전형
형태

1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  분 1단계 2단계
실기 계 1단계 성적 면접 학생부 교과 계

단계별
전  형 500%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 100% 100% 40% 30% 30% 100%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100% 100% 40% 30% 3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400점 300점 3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3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2단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①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② 면접고사 논리력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③ 면접고사 전공지식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④ 1단계 실기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4  실기고사

구분 실기내용 고사 시간 실기용지 준비도구 배점

1단계

주제가 있는 회화

(예시)
제시한 인물사진과 정물을 기본으로 시월 오전의 실내풍
경을 표현하시오 [2020학년도 수시 기출문제]

① 사진
② 정물 : 볼펜1자루, 장미꽃 1송이, A4종이 1장

※ 이젤 사용

4시간 켄트지 2절
(세로사용)

구아슈, 콘테, 아크릴칼라, 파스텔(오
일파스텔 가능), 연필, 색연필, 수채화
도구, 유성·수성싸인펜
 
※ 위 재료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채색함

※ 수험표 작성에 필요한 검정색 볼
펜을 별도로 준비해야 함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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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화 실기우수자

5  면접고사

구분 고사내용 고사 시간 실기용지 준비도구 비고

2단계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
1. 출제된 내용에 관해 주어진 시간동안 아이디어를 스케치
2.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200자 이상 

400자 이하로 기재하여야 함(원고지 기준)

1시간 켄트지 4절
(가로사용)

연필(HB, 2B, 4B), 지우개

※수험표 작성에 필요한 검정색 볼펜
을 별도로 준비해야 함

별도의 문제출제 없이 수험생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글쓰기> 
답안을 참고로 한 구술 심층면접 10분 내외 - -

논리력 : 100점
전공지식 : 100점
발표력 : 100점

6  유의사항

・실기 및 면접고사에 대한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를 통해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평가(관리, 감독, 측정, 인솔)위원의 통제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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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위탁 및 군위탁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인원

인문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야간] ○

경영대학 기업경영학부[야간] ○

※ 공무원위탁 및 군위탁전형은 교육부의 추천을 받은 인원에 한하여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2  지원자격(전형별 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공무원위탁전형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공무원 교육훈련법」등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군위탁전형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군위탁생 규정」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서류 계

일괄합산 100%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100%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최고점 1,000점 1,000점

최저점 0점 0점

4  선발기준

가.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와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합격자는 해당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모집단위별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합니다.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자(국내ᆞ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공무원위탁 해당자)
・복무확인서 1부(군위탁 해당자)	 ・학업계획서(본교서식)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서식) 1부	 ・재직증명서 1부(공무원위탁 해당자)
・복무확인서 1부(군위탁 해당자)	 ・학업계획서(본교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재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는 원서접수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중 온라인 발급분도 제출 가능함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학업계획서 포함)는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모집요강 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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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등기(특급) 우편 발송 : 2020.09.28.(월) 국내 우편 소인 유효분까지 인정

1) 제출처 :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정릉동) 국민대학교 입학전형본부

2)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내 원서보관함▷출력물▷제출서류 봉투 표지 출력’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한 후 해당
란(□)에 ‘✓✓’표시하고 발송하여야 함

3) 등기(특급) 우편 관련 영수증은 추후 배송확인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나. 방문 제출 : 2020.09.29.(화) 17:00까지 국민대학교 본부관 2층 입학전형본부

2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전형의 경우 별도의 구비 서류 있음

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국내고등학교 졸업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
유자 대체서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대상자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생부 전산활용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학생부 전산활용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국외 고등학교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기간 확인서(본교 서식) 1부
 국내 재학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 날인)
 국외 재학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및 학년별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및 전출일자 포함) 기재
・국외 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국외 재학학교 조기졸업 확인서 또는 월반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기록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서식, 본인이 재학한 국외 초ㆍ중ㆍ고교 수 만큼 작성)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일부 전형에 한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인정 안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 1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명시) 1부

외국인 지원자
 여권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료 환불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별 교육지원 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1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국외 재학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시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고 본교 서류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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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안내

3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중 최종 합격자 제출 사항

가. 국외 고등학교 출신자 중 최종 합격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을 2021.01.05.(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고등학교 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 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 발급을 

면제하므로 해당 증명서만 제출함

나. 지원 당시 국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최종 합격자는 2021.02.19.(금)까지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사서인증 불가)’ 받
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서류 미제출자로 자격 
미달 처리됩니다.

나.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도착 확인 여부는 서류 발송일 기준으로 3일이 지난 후부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제출서류 도착 확인’에서 확인 가능하
며, 추후 배송확인 시 필요하므로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    ✿

Ⅰ. 외국에서 초ᆞ중ᆞ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한 경우

1.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ᆞ중ᆞ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ᆞ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2.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ᆞ중ᆞ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

13학년 이상 10학년 ~ 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
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ᆞ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ᆞ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
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Ⅱ. 기타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 위ᆞ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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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년 및 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비고교과 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00% 100%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

반영
안함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재수생 등)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

※ 본교에서 지정한 ‘반영 교과영역’의 ‘지정 교과목’ 중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목 반영

2  유의사항

가. 3학년 1학기까지 최소 3개 학기 이상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반영교과 영역의 지정교과목 석차가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
능합니다.

      ※ 단, 고른기회Ⅱ전형, 어학특기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의 경우 해당 석차가 없어도 지원 가능함

나. 과목ㆍ학기ㆍ학년(계열)별 석차 중 1개 이상의 석차 성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고른기회Ⅱ전형, 어학특기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의 경우 해당 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함

다. 실기우수자전형의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지정 교과목 석차[과목, 학기 또는 학
년(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실기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라. 고른기회Ⅱ전형, 어학특기자전형의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상의 지정 교과목 석차
[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및 전형별 해당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을 적용합니다.

마. 체육특기자전형의 경우 학생부 출결상황 반영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일수에 의한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출결상황 환산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0

무단결석일수 3일 이하 4일~5일 6일~7일 8일~9일 10일~11일 12일~14일 15일~17일 18일~20일 21일~23일 24일~26일 27일 이상

※ 출결 성적 반영 시 무단(사고) 지각ᆞ조퇴ᆞ결과의 합산은 3회당 무단(사고) 결석일수 1일로 반영(소수점 이하는 절사,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

3  계열별 반영 교과영역

모집단위 반영 교과영역 반영지표 반영 과목수 비고

인문계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석차
등급

이수한
모든 교과목

반영 교과영역 중 이수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교과 영역을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함
	
예) 인문계 지원자로서 3학년 1학기를 ‘국어/영어/수학/과
학’으로 이수한 경우 ‘국어/영어/수학’만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산출함

자연계 국어 / 영어 / 수학 / 과학

예ᆞ체능계 국어 / 영어

※ 사회 교과영역에는 역사(국사) 및 도덕(윤리) 교과영역을 포함함
※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영역 편제(교과군)에 따라 반영교과를 적용함
※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보통 교과’를 반영하며, ‘전문교과’ 및 ‘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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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  교과성적 반영방법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별로 지정한 반영 교과영역(3학년 1학기까지)의 지정교과목 중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석차등급을 반영하
며, 다음의 교과성적 산출방법에 의해 산출한 환산점수를 성적에 적용합니다.

가. 교과성적 산출방법

                  【  
∑(반영교과목 이수단위 × 반영교과목 석차등급별 배점)

 × 10 】× 
학생부 교과 최고점

반영교과목 이수단위의 합 1,000

나. 교과성적 석차등급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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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100 99 98 95 90 70 50 30 0

5  서류평가 및 전형별 고사(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방법
서류평가 및 전형별 고사(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성적을 아래의 산출공식에 따라 산출된 환산점수를 성적에 적용합니다.

가. 비교내신 대상자

전형구분 대상자

실기/실적위주(실기우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상의 지정 교과목 석차
    [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2)
어학특기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3개 학기(3학년 1학기까지) 이상의 지정 교과목 석차
    [과목, 학기 또는 학년(계열)별] 성적이 없는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비교내신 교과성적 산출방법

         【 서류평가 및 전형별 고사(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등급별 배점 × 10 】× 학생부 교과 최고점
1,000

다. 서류평가 및 전형별고사(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성적별 등급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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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내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89% 이하

89% 초과 
〜 96% 이하

96% 초과 
〜 100% 이하

배점 100 99 98 95 90 70 50 30 0

❖ 석차등급 산출 방식(※ 석차는 고사 성적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동석차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자 및 고사응시자 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A)을 반올림하여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B)으로 한다.

�등급별 인원(C)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 예시 > 고사응시자수 178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산출값(A)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누적인원(B)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별인원(C) 7 13 21 30 36 30 21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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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차가 있는 경우 -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
2

  】X 100 = 중간석차 백분율
고사응시자 수

※ 석차 백분율에 따른 석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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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4% 이내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89% 이하

89% 초과 
〜 

96% 이하

96% 초과 
〜 

100% 이하

6  과목별 석차등급 산출방법

가. 대상 : 2007년 2월 28일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 과목, 학기, 학년(계열)석차 중 1개 이상의 석차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음

단, 실기우수자전형과 어학특기자전형은 해당 성적이 없어도 지원가능

나. 산출방법 : 석차등급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된 조견표의 등급을 과목별 석차등급으로 반영합니다.

❖ 석차등급 산출 방식
▪동석차가 없는 경우
�이수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A)을 반올림하여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B)으로 한다.

�등급별 인원(C)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 예시 > 고사응시자수 178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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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산출값(A)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누적인원(B)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별인원(C) 7 13 21 30 36 30 21 13 7

▪동석차가 있는 경우 -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
2

   】X 100 = 중간석차 백분율
이수자 수

※ 석차 백분율에 따른 석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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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4% 이내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89% 이하

89% 초과 
〜

96% 이하

96% 초과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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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1) 복수지원 허용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복수지원 금지사항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

생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전형이라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

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중등록 금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

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는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
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ㆍ합격ㆍ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ㆍ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3) 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입학 전형원칙
가.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원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입학전형 사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의 1단계 불합격자는 면접/실기고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다. 면접/실기고사에 결시(포기)한 자는 입학전형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가 202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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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자 유의사항

3  본교 지원 관련 사항
가. 본교 수시모집 모든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본교 수시모집 전형에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다. 본교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미달,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로 인하여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에 포함해서 선발합니다.
라.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4  면접/실기고사 관련 사항

가. 면접/실기고사 일시 및 장소는 지원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지정 
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별 지정 일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나. 연기 실기우수자전형 1단계, 2단계 실기고사는 ‘고사일자 예약신청’을 통해 개인별 일자를 지정합니다.

다. 면접/실기고사 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니 고사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험표가 없으면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

애인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청소년증(국내 고교 재학생에 한함)

라. 고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는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5  합격자 유의사항
가. 개별 통보 및 별도의 합격통지서 교부는 없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하

여 해당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야 하며, 추후 출력 불가함)
나.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오류나 3회 전화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충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충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합격자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 등록확인 예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마.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6  온라인 제공 동의 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1) 본교에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본교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합니다.
2)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출신자는 출신고교에서 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3자 개인정보 동의 안내
1)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합

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원서 작성 시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서식)를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 또는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ㆍ서명 날인한 후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함께 서류제
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이의신청 처리기준 · 절차 운영

가. 이의신청은 전화, FAX,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나. 실명을 밝혀주신 이의신청은 사안, 중요도에 따라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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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전형료 환불

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 전형 포기 신
청기간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유 : 천재지변, 질병, 본교 고사일자 사후 변경, 본교 고사일자를 확정 공지하지 않은 면접/실기고사 전형 지원자 

중 타 학교와 전형일 중복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자(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등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전형 포기 신청기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5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50%

원서접수 마감 6일 이후부터 
전형별 고사일 1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30%
[전형별 고사가 없는 전형은 환불하지 않음]

전형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 1ᆞ2단계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영화/회화 실기우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고사일자 예약신청 시스템을 실시하는 전형(연기 실기우수자)은 환불 불가]

전형 포기 신청기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5일까지 2단계 실기/면접고사비(2만원) + 전형료(2단계 실기/면접고사비 및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금액)의 50%

원서접수 마감 6일 이후부터 
1단계 실기고사 시작일 1일 전까지 2단계 실기/면접고사비(2만원) + 전형료(2단계 실기/면접고사비 및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금액)의 30%

1단계 실기고사 시작일 이후부터 
2단계 실기/면접고사 시작일 1일 전까지 2단계 실기/면접고사비(2만원)만 환불

2단계 실기/면접고사 시작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나. 실기/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 지원자 중 자격미달, 1단계 탈락 등으로 인한 고사 비대상자는 고사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환불함

전형구분 환불금액 비고

학생부종합 국민프런티어 / 농어촌학생 / 
취업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만원

해당 환불 금액에서 원서접
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특기자 어학 / 소프트웨어 / 기능 / 미술ᆞ조형 / 체육 2만원

실기우수자
연기 / 영화 / 회화

지원자격 미달 : 5만원
1단계 불합격 : 2만원

피아노 / 무용 3만원

※ 지원자격 미달 : 본교가 인정하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료 전액 환불(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환불대상자 제출서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020.09.01.(화)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만 환불 받을 수 있음국가보훈대상자별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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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라. 전형료 반환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3)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
지 않음

2  등록금 환불

가.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였으나, 합격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확인 예치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01.04.(월) 16:00까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이후에 환불할 경우 차순위 예비 순위자의 대
학 입학기회가 좌절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신청서 작성/확인

수시모집 공지사항의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 클릭

환불계좌 입력 및 확인

본인 확인
(지원자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SMS인증)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신청 완료

  

나. 등록금 환불

등록금 완납 후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02.15.(월) 16:00까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록포
기(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이후에 환불할 경우 차순위 예비 순위자의 대학 입학기회가 좌절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 
바랍니다.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확인

수시모집 공지사항의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클릭

환불계좌 입력 및 확인

본인 확인
(지원자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SMS인증)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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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전형료(원)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30,000

학생부종합

국민프런티어 / 취업자 80,000

학교장추천 60,000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80,000 (면제·감면액 20,000)

고른기회Ⅰ 80,000 (면제·감면액 80,000)

고른기회Ⅱ 60,000 (면제·감면액 60,000)

특기자 어학 / 소프트웨어 / 기능 / 미술ㆍ조형 / 체육 60,000

실기우수자
연기 / 영화 / 회화 90,000

피아노 / 무용 70,000

위탁교육(정부) 공무원위탁 / 군위탁 60,000

�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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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안내

1. 신입생 장학금
국민대학교는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늘려가
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별 신입생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  조형실기대회 입상 특전 장학금

2. 생활관(기숙사) 안내
국민대학교 생활관은 교내를 비롯하여 교외 여러 곳에 있으며, 면학 분위기를 고양하고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
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교내/외 추가 생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교내 생활관	 □ 교외 생활관 - 길음, 정릉, 제2정릉, 원룸 생활관

3. 통학버스 운행 안내
국민대학교는 서울 시내 주요 권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주요 지하철, 버스 등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호선 시청역	 □ 2호선 잠실역, 신촌역	 □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 4호선 길음역	 □ 5호선 광화문역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국민대학교는 국외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선진 학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창의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교환학생	 □ 방문학생	 □ 복수학위
□ Sungkok Global Exposure 프로그램	 □ 어학연수 프로그램	 □ Global Peers 프로그램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글로벌인문ᆞ지역대학 (02) 910-4353

각 단과대학 별 학부(과), 
전공 소개

사회과학대학 (02) 910-4423

법과대학 (02) 910-4483

경상대학 (02) 910-4513

경영대학 (02) 910-5202

창의공과대학 (02) 910-465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2) 910-5283

자동차융합대학 (02) 910-5502

조형대학 (02) 910-4583

과학기술대학 (02) 910-4793

예술대학 (02) 910-4463

체육대학 (02) 910-4883

건축대학 (02) 910-4112

5. 학사관련 부서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국제교류팀 (02) 910-5803, 580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업무

교무팀
(02) 910-4039 수강신청

(02) 910-4037, 4050 휴학, 전부(과), 증명서 발급

재무팀 (02) 910-4156 등록금 수납 및 환불

학생지원팀 (02) 910-4054, 4058 장학금, 학자금 대출

병무지원팀 (02) 910-4722 병무

생활관 (02) 910-5974 기숙사

취업지원센터 (02) 910-4063~5
취업 및 진로

진로지원센터 (02) 910-4066~8

출판부 (02) 910-4242 교양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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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 제출 안내

1  지원자격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신청인의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 기타 지원자격 증빙서류 발급처

서류명 발급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납세증명서, 휴업사실증명원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82      KOOKMIN UNIVERSITY



� 본교 서식 안내 (견본 양식)

※※본본교교  입입학학안안내내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서서  다다운운로로드드하하여여  작작성성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LLEETTTTEERR  OOFF  CCOONNSSEENNTT((학학력력조조회회  동동의의서서))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            ** 출신학교 공식명칭             ).

 

I have applied to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0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Kookmin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Sttuuddeenntt’’ss  rreeccoorrddss>>

Enrolled Name :                                                   

Date of birth :                     --                    --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                            

※※  일일자자  표표기기  EExxaammppllee))        0099      --                --      22002200    
          (월:Month)    (일:Day)     (년:Year)

<<SScchhooooll  IInnffoorrmmaattiioonn>>

School Name : ((영영문문))                                                           

                              ((재재학학국국  언언어어))                                                    

Address : ((영영문문))                                                                               

          ((재재학학국국  언언어어))                                                                        

Zip code :                                                          

Telephone Number :                                                                                               

Fax Number :                                                                                                         

Email Address :                                                                                                                      

Sincerely yours, 

                                                       

                                                   09     -       -   2020   

         Name and Signature                    Month      Date     Year 

※※  지지원원자자는는  재재학학한한  국국외외  초초··중중··고고등등학학교교  수수만만큼큼  본본  서서식식을을  별별도도로로  작작성성해해야야  함함..

※※  전전화화번번호호,,  팩팩스스번번호호  및및  이이메메일일주주소소는는  학학교교의의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  나나와와있있는는  대대표표  전전화화번번호호,,  팩팩스스번번호호  및및  이이메메일일주주소소가가  아아닌닌  

학학적적조조회회  관관련련  부부서서의의  것것으으로로  반반드드시시  표표기기해해야야  함함..  

 22002211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수수시시모모집집  학학생생부부종종합합전전형형

학학교교생생활활기기록록부부  미미보보유유자자  대대체체서서식식
  

전전형형명명 모모집집단단위위

성성명명
수수험험번번호호

((**))

지지원원자자격격 국국외외  고고교교  졸졸업업((예예정정))자자  □□ 검검정정고고시시  합합격격자자  □□ 기기타타  법법령령에에  의의한한  학학력력  인인정정자자  □□

  서서류류제제출출
재재학학((활활동동))기기간간  

((년년..  월월..  일일..  ~~  년년..  월월..  일일..))
발발급급  기기관관명명

국국외외  고고교교  

졸졸업업((예예정정))자자

성성적적증증명명서서··

성성적적체체계계  
□□

..    ..    ..      ~~      ..    ..    ..    

..    ..    ..      ~~      ..    ..    ..    

..    ..    ..      ~~      ..    ..    ..    

검검정정고고시시

합합격격자자

성성적적증증명명서서  □□ 합합격격  일일자자  기기재재 합합격격지지역역  기기재재

학학교교생생활활기기록록부부 □□ ..    ..    ..      ~~      ..    ..    ..    

증증빙빙자자료료((11부부))    □□ ..    ..    ..      ~~      ..    ..    ..    

기기타타  법법령령에에  

의의한한  

학학력력인인정정자자

증증빙빙자자료료((11부부))    □□ ..    ..    ..      ~~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은 서류·면접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로 지원자격 서류와 별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미제제출출시시  지지원원자자격격미미달달

• ‘지원자격’과 ‘서류제출’해당 항목에 ∨표시 및 관련 내용 기재

 • 증증빙빙자자료료는는 보고서나 포트폴리오가 아닌  증증명명서서만만  제제출출  가가능능[[편편집집  불불가가]]하며 1부만 제출 가능

 • 본 대체서식을 겉표지로 하여 제출서류 순서로 첨부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제본 금지, 클립사용)

 • 서서류류는는  원원본본  제제출출이이  원원칙칙이이며며  원원본본  제제출출이이  힘힘든든  경경우우  본본교교의의  ‘‘원원본본대대조조필필’’을을  득득한한  사사본본을을  제제출출

 • 서류는 한국어와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이이외외의의  언언어어로로  작작성성된된  문문서서의의  경경우우  번번역역  공공증증하하여여  제제출출

 • 검정고시 합격자 중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확확인인  □□ (∨표시) 

 •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은 입학전형 자료로만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 해야합니다.

  본인은 2021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모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ㆍ변조, 유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 

후 입학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본교의 전형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ㆍ서약합니다. 

2020년   9월    일

지원자 :                (인)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총총장장  귀귀하하

※ 작성 완료한 서식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해야 합니다. 

(*) 수험번호란은 원서접수 후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2002211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수수시시모모집집  

학학생생부부종종합합((농농어어촌촌학학생생전전형형))  지지원원자자격격  확확인인서서
초초ㆍㆍ중중ㆍㆍ고고교교에에서서  전전  교교육육과과정정((1122년년))을을  모모두두  이이수수한한  자자

※ 작성 완료한 서식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합니다. 

(*) 수험번호란은 원서접수 후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모모집집단단위위 수수험험번번호호((**))

성성        명명 연연락락처처

지지원원자자격격

((1122년년))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연속으로  이수한 자로

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지역 또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재재학학했했던던  학학교교  정정보보

학학교교명명
재재학학기기간간  [[전전학학기기간간  포포함함]]

((년년..월월..일일  ~~  년년..월월..일일))

학학교교  주주소소((정정확확한한  주주소소  기기재재))

[[지지번번,,  도도로로명명  주주소소  모모두두  기기재재  가가능능]]

초등학교 ..    ..    ..      ~~      ..    ..    ..    
             도(시)                시/군               읍(면) 

초등학교 ..    ..    ..      ~~      ..    ..    ..    
             도(시)                시/군               읍(면) 

중학교 ..    ..    ..      ~~      ..    ..    ..    
             도(시)                시/군               읍(면) 

중학교 ..    ..    ..      ~~      ..    ..    ..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    ..    ..      ~~      ..    ..    ..    
             도(시)                시/군               읍(면) 

고등학교 ..    ..    ..      ~~      ..    ..    ..    
             도(시)                시/군               읍(면) 

작작성성방방법법  및및  유유의의사사항항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의 경우, 변경 이후의 주소만 기재할 것

 • 확인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확확인인  □□ (∨표시) 

   위 기재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위위  학학생생은은  농농어어촌촌  또또는는  도도서서··벽벽지지  지지역역  학학교교에에서서  초초ㆍㆍ중중ㆍㆍ고고교교에에서서  전전  교교육육과과정정((1122년년))을을  모모두두  이이수수하하였였고고,,  

그그  기기간간  동동안안  본본인인이이  농농어어촌촌  또또는는  도도서서,,  벽벽지지  지지역역에에  거거주주하하였였음음을을  확확인인합합니니다다..

2020년  9월    일 

                        고고 등등 학학 교교 장장 직  인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총총장장  귀귀하하

22002211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수수시시모모집집  

국국외외  고고등등학학교교  졸졸업업((예예정정))자자  초초ㆍㆍ중중ㆍㆍ고고등등학학교교  수수학학기기간간  확확인인서서

※※  아아래래  기기재재  내내용용이이  틀틀림림없없으으며며,,  허허위위기기재재에에  따따라라  발발생생한한  불불이이익익에에  대대한한  책책임임은은  지지원원자자  본본인인이이  지지겠겠습습니니다다..

22002200년년  99월월        일일          지지원원자자  성성명명                          ((인인  또또는는  서서명명))

▣▣ 지지원원사사항항  및및  지지원원자자  인인적적사사항항

지지원원  사사항항

전전형형명명 모모집집단단위위

성성        명명 수수험험번번호호

국국        적적 주주민민등등록록번번호호 --

최최종종출출신신고고교교 졸졸업업일일자자 년년      월월      일일  졸졸업업((예예정정))

지지원원자자

연연락락처처

전전화화번번호호 휴휴대대폰폰

주주소소

긴긴급급  

연연락락처처

추추가가11

비비고고

추추가가22

추추가가33

추추가가44

추추가가55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이중 국적자는 보유국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는 

   (남자)1000000  (여자)2000000으로 기재

   (예:2001년1월1일생 여자 외국인일 경우 → 010101-2000000)

22002211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수수시시모모집집

학학생생부부종종합합((학학교교장장추추천천전전형형))  학학교교장장추추천천서서

지지원원자자  

학학        교교                  고등학교(졸업예정, 졸업)             (시ㆍ도)             (시ㆍ군ㆍ구)

모모집집단단위위 수수험험번번호호((**))

성성        명명

추추천천서서  작작성성자자

성성        명명                            

연연  락락  처처  교무실:                                        휴대전화:                          

   위 기재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추천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확확인인  □□ 

 

위 학생은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이 우수한 학생으로 

2021학년도 국민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학학교교장장추추천천전전형형))에 적합하여 추천합니다.

2020년    9월      일                       

                        고고 등등 학학 교교 장장 직  인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총총장장  귀귀하하

※ 작성 완료한 서식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해야 합니다. 

(*) 수험번호란은 원서접수 후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본 서식의 내용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2002211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수수시시모모집집
학학생생부부종종합합전전형형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국국민민프프런런티티어어  //  학학교교장장추추천천  //  고고른른기기회회ⅠⅠ  //  농농어어촌촌학학생생  //  고고른른기기회회ⅡⅡ]]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유유의의사사항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

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2002200..0099..2255..((금금))  1100::0000  ~~  0099..2288..((월월))  1177::0000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S�),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D, TESTDAF, DS�, DSD), 러시아어(TO�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2수자4검정, YBM 상8한검,

한자2수인9시험, 한자자4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MO), 한국수학인9시험(�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IJKL,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N리올림피아드(�P�O), 한국P학올림피아드(�C�O), 한국QN올림피아드(�BO),

한국ST올림피아드(�AO), 한국UV과학올림피아드(�ESO), 한국W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N리올림피아드, 국제UV과학올림피아드, 국제QN

올림피아드, 국제ST올림피아드, 한국중Z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_C 국제영어글ab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g대회, SIFEC 전국영어��b대회, 국제영어��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

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

이라도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

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

글만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본인인은은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작작성성에에  관관한한  유유의의사사항항을을  숙숙지지했했으으며며,,  유유의의사사항항  위위반반에에  따따른른  조조치치에에  대대해해서서는는  이이의의를를  제제

기기하하지지  않않겠겠습습니니다다..  ((동동의의  ::  □□))

▣▣ 지지원원자자  수수학학기기간간  기기록록

학학    교교  ((초초,, 중중,, 고고  순순)) 국국내내학학교교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학학년년((GGrraaddee)),,  학학기기  ((해해당당  칸칸에에  üü  표표기기))

학학교교명명 소소재재국국 학학
년년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00 1111 1122 1133

재재학학기기간간 재재학학년년수수 학학
기기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11 2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총  재재학학기기간간     년년        월월 국국외외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년년        월월 국국내내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년년        월월

※ 학교명 : 초등학교부터 최종 재학한 고등학교까지 재학순서대로 기재(국내, 국외 모두 기재)

※ 소재국 : 재학한 학교의 국가명 기재

※ 재학기간 : 재학한 학교의 재학기간 및 재학년수 기재    ※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ㆍ학기 : 재학한 학교의 과정을 üü표기

※ 국외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기간 중 외국학교 재학기간  ※ 국내학교 재학기간 : 총 재학기간 중 국내학교 재학기간

22002211학학년년도도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수수시시모모집집  

학학생생부부종종합합((고고른른기기회회ⅠⅠ전전형형))  특특성성화화고고교교졸졸업업자자  

기기준준학학과과  인인정정  확확인인서서

지지원원자자  정정보보

학학교교                     고등학교 (졸업예정, 졸업) 모모집집단단위위

성성명명
수수험험번번호호

((**))

기기준준학학과과  확확인인  내내용용
기기준준학학과과

동동일일

□□
 

고고등등학학교교

출출신신학학과과

기기준준

학학과과

모모집집

단단위위

기기준준학학과과

미미동동일일

□□

 

학학년년//학학기기 교교과과계계열열 교교과과목목명명 이이수수단단위위 학학년년//학학기기 교교과과계계열열 교교과과목목명명 이이수수단단위위

합합    계계

  

작작성성교교사사

성성명명
                       

작작성성교교사사

연연락락처처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지원 모집단위와 출신 학과가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준학과와 일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학과 동일’ 내용 기재

 • 지원 모집단위와 출신 학과가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준학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준학과 미동일’ 기재

• 교과계열은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고등학교에서 모모집집단단위위와와  관관련련된된 전전문문교교과과를를  3300단단위위  이이상상  이이수수하하였였는는지지  작작성성합니다.

 • 확인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확확인인  □□ (∨표시) 

   위 기재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위위  학학생생은은  특특성성화화고고교교  졸졸업업자자로로서서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모모집집단단위위와와  출출신신  학학과과가가  동동일일하하거거나나,,  관관련련된된

  전전문문교교과과를를  3300단단위위  이이상상  이이수수하하였였음음을을  확확인인합합니니다다..

2020년    9월      일  

                        고고 등등 학학 교교 장장 직  인

  국국민민대대학학교교  총총장장  귀귀하하
※ 작성 완료한 서식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합니다. 

(*) 수험번호란은 원서접수 후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지원자 정보

전전    형형    명명

모모  집집  단단  위위 수수  험험  번번  호호

성성              명명 주주민민등등록록번번호호 -

연연    락락    처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출출신신고고등등학학교교            (시ㆍ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본본인인은은  22002211학학년년도도  학학생생부부종종합합전전형형  지지원원자자로로서서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  작작성성에에  관관한한  유유의의사사항항을을  숙숙지지했했으으며며,,  자자기기소소개개서서를를  

비비롯롯한한  모모든든  제제출출서서류류에에  허허위위사사실실을을  기기재재하하거거나나,,  위위조조ㆍㆍ변변조조,,  유유의의사사항항  등등을을  위위반반할할  경경우우  불불합합격격  또또는는  합합격격  후후  

입입학학  취취소소  등등  어어떠떠한한  불불이이익익도도  감감수수할할  것것이이며며,,  본본교교의의  전전형형  결결과과에에  대대해해서서  공공개개를를  요요청청하하지지  아아니니하하고고,,  어어떠떠한한  

이이의의도도  제제기기하하지지  않않을을  것것을을  확확인인ㆍㆍ서서약약합합니니다다..

11.. 고고등등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중중  학학업업에에  기기울울인인  노노력력과과  학학습습  경경험험을을  통통해해,,  배배우우고고  느느낀낀점점을을  중중심심으으로로  기기술술해해  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  11,,000000자자  이이내내))..

22..  고고등등학학교교  재재학학기기간간  중중  본본인인이이  의의미미를를  두두고고  노노력력했했던던  교교내내  활활동동((33개개  이이내내))을을  통통해해  배배우우고고  느느낀낀점점을을  

중중심심으으로로  기기술술해해  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단단,,  교교외외  활활동동  중중  학학교교장장의의  허허락락을을  받받고고  참참여여한한  활활동동은은  

포포함함됩됩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11,,550000자자  이이내내))..

33..  학학교교  생생활활  중중  배배려려,,  나나눔눔,,  협협력력,,  갈갈등등  관관리리  등등을을  실실천천한한  사사례례를를  들들고고,,  그그  과과정정을을  통통해해  배배우우고고  느느낀낀  점점을을  

기기술술해해  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  11,,000000자자  이이내내))..

  44..  전전공공  지지원원동동기기와와  고고등등학학교교  재재학학  기기간간  중중  지지원원  분분야야의의  진진로로탐탐색색을을  위위해해  도도전전한한  경경험험에에  대대해해  기기술술해해  주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띄띄어어쓰쓰기기  포포함함  11,,000000자자  이이내내))..

※ 상기 본교 서식을 포함하여 기타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식들은 반드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상기 본교 서식을 포함하여 기타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식들은 반드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admission.kookmin.ac.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      83

종
합

 안
내

공
통

 안
내

전
형

별
 안

내



대학 모집단위

2020 교과성적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2020 국민프런티어
(서류 70% + 면접 30%)

2020 학교장추천
(서류 70% + 학생부교과 30%)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순위 최고 평균 최저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순위 최고 평균 최저 모집
인원 경쟁률 예비

순위 최고 평균 최저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8 10.88 : 1 16 1.75 2.14 2.33 8 13.63 : 1 6 2.19 2.57 3.76 5 4.20 : 1 5 1.64 1.93 2.31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2 11.00 : 1 2 2.19 2.27 2.36 3 7.67 : 1 5 1.73 2.45 2.92 - - - - - -

영어영문학부 8 13.00 : 1 30 1.66 1.96 2.14 17 12.71 : 1 14 1.93 2.74 4.38 10 5.10 : 1 21 2.02 2.24 2.48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9 11.56 : 1 23 2.01 2.25 2.47 9 8.00 : 1 7 2.42 3.11 4.44 5 4.80 : 1 5 2.14 2.64 3.30

중국학부 중국정경전공 5 13.40 : 1 6 2.28 2.32 2.38 10 9.50 : 1 9 2.25 3.32 4.97 5 4.60 : 1 10 2.23 2.61 2.90

한국역사학과 12 11.67 : 1 25 1.46 1.95 2.26 14 12.07 : 1 7 1.99 2.68 4.80 8 3.75 : 1 6 1.79 2.27 2.97

유라시아학과 5 14.00 : 1 12 2.09 2.29 2.65 7 10.14 : 1 7 2.56 3.49 5.10 5 5.00 : 1 3 2.09 2.31 2.65

일본학과 6 9.83 : 1 8 1.90 2.21 2.40 6 13.00 : 1 1 2.36 3.47 6.06 4 3.75 : 1 3 2.21 2.44 2.98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3 10.92 : 1 33 1.58 1.86 2.10 17 7.76 : 1 14 1.67 2.63 3.60 10 4.40 : 1 11 1.66 2.15 2.56

정치외교학과 13 11.92 : 1 26 1.79 2.02 2.19 14 12.00 : 1 13 1.96 2.36 2.81 7 4.43 : 1 10 1.87 2.05 2.23

사회학과 8 11.38 : 1 20 1.78 1.95 2.10 10 16.10 : 1 8 2.06 2.53 3.34 6 8.67 : 1 1 1.48 1.94 2.41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 8 9.75 : 1 17 1.50 1.66 1.82 5 25.00 : 1 0 1.76 2.03 2.14 2 6.00 : 1 2 1.83 1.88 1.93

언론정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7 10.57 : 1 23 1.46 1.67 1.96 6 19.50 : 1 4 1.86 2.95 4.63 2 9.00 : 1 1 1.84 2.53 3.22

교육학과 5 8.00 : 1 8 1.57 1.92 2.17 9 20.89 : 1 3 1.84 2.28 3.86 7 4.29 : 1 9 1.83 2.03 2.52

법과대학 법학부 19 12.79 : 1 35 1.62 1.93 2.08 27 8.52 : 1 16 1.97 2.46 2.89 16 3.56 : 1 22 2.02 2.30 2.76

경상대학
경제학과 10 14.10 : 1 35 1.91 2.11 2.22 13 7.08 : 1 8 2.03 2.53 2.89 11 3.55 : 1 15 2.12 2.54 3.81

국제통상학과 10 14.30 : 1 25 1.75 1.92 2.09 10 17.10 : 1 19 2.23 3.07 4.54 11 5.55 : 1 20 1.74 2.25 2.72

경영대학

경영학부 13 13.85 : 1 85 1.55 1.78 2.04 29 11.28 : 1 19 1.94 2.59 5.96 6 9.83 : 1 3 1.78 2.07 2.27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인문] 4 11.00 : 1 13 1.25 1.72 2.11 7 10.14 : 1 4 2.00 2.44 2.95 4 6.00 : 1 5 1.95 2.21 2.50

경영정보학부[인문] 6 18.00  : 1 17 2.00 2.06 2.13 12 6.67 : 1 4 2.37 3.44 6.05 6 6.50 : 1 10 2.02 2.40 2.62

재무금융·회계학부 재무금융전공 5 13.60  : 1 6 2.13 2.16 2.24 14 6.21 : 1 5 2.15 2.63 2.87 7 3.29 : 1 6 2.35 2.51 2.71

재무금융·회계학부 회계학전공 5 13.60  : 1 11 1.82 1.94 2.03 13 6.62 : 1 19 1.40 2.62 3.30 7 4.43 : 1 9 2.25 2.39 2.46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자연] 4 6.75  : 1 15 1.73 1.93 2.14 6 12.83 : 1 10 1.97 2.91 5.60 - - - - - -

경영정보학부[자연] 2 10.50  : 1 1 2.32 2.41 2.49 3 6.33 : 1 1 2.93 3.15 3.53 1 8.00 : 1 0 2 2 2 

창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기계금속재료전공 15 9.73  : 1 16 2.10 2.32 2.50 15 4.93 : 1 10 2.39 2.97 5.31 10 3.20 : 1 6 2.28 2.62 2.90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15 9.67  : 1 34 1.70 2.06 2.16 15 6.67 : 1 11 2.14 2.56 2.85 10 4.20 : 1 6 1.87 2.19 2.44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18 11.00  : 1 50 1.88 2.24 2.48 19 9.37 : 1 17 2.41 3.84 7.75 13 3.15 : 1 16 2.03 2.38 2.92

기계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13 10.00  : 1 33 2.00 2.27 2.63 12 11.08 : 1 13 2.40 2.85 3.52 9 4.44 : 1 5 2.19 2.38 2.48

기계공학부 에너지기계공학전공 9 10.11  : 1 13 2.15 2.32 2.42 10 6.50 : 1 6 2.43 2.77 3.43 7 5.86 : 1 5 1.96 2.48 2.99

건설시스템공학부 14 9.57  : 1 20 2.12 2.52 2.80 20 7.55 : 1 39 2.84 3.26 3.58 15 3.53 : 1 22 2.49 3.11 4.14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전공 10 10.80  : 1 30 1.96 2.15 2.33 30 5.00 : 1 30 2.14 2.76 4.25 12 3.42 : 1 15 2.05 2.42 3.28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전공 10 10.60  : 1 32 1.73 2.28 2.54 30 5.87 : 1 33 2.17 2.96 6.73 11 3.73 : 1 9 2.16 2.57 3.55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전공 6 11.67  : 1 15 2.14 2.50 2.67 15 5.80 : 1 15 2.16 2.61 3.01 5 3.60 : 1 4 2.20 2.48 2.72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25 10.32  : 1 87 1.83 2.24 2.54 33 18.52 : 1 16 2.00 2.86 5.06 15 6.07 : 1 37 2.17 2.47 2.68

자동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25 8.68  : 1 49 1.59 2.00 2.26 19 6.79 : 1 7 1.94 2.80 7.98 12 3.00 : 1 10 1.44 2.36 4.51

자동차IT융합학과 14 9.29  : 1 13 1.37 1.97 2.24 11 4.55 : 1 1 2.17 2.45 2.79 7 5.00 : 1 1 2.49 2.62 2.73

과학기술대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10 9.00  : 1 12 1.48 2.30 2.63 9 8.44 : 1 6 2.35 2.64 2.89 5 5.20 : 1 10 2.48 2.55 2.68

임산생명공학과 9 8.56  : 1 15 2.14 2.45 2.87 10 10.50 : 1 5 2.24 2.63 2.91 5 4.40 : 1 8 2.36 2.61 2.78

나노전자물리학과 12 9.17  : 1 21 2.26 2.51 2.80 11 7.82 : 1 12 2.78 3.25 4.14 6 5.17 : 1 3 2.67 3.02 3.61

응용화학부 나노소재전공 11 12.73  : 1 14 1.82 2.11 2.30 13 6.77 : 1 13 2.10 3.00 6.36 5 4.40 : 1 2 1.97 2.23 2.35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7 11.43  : 1 32 1.39 1.85 2.10 7 13.14 : 1 1 1.86 2.17 2.58 3 6.33 : 1 8 1.94 2.10 2.35

식품영양학과 11 7.82  : 1 13 1.79 2.32 2.70 9 13.33 : 1 2 2.44 2.85 3.37 5 4.80 : 1 5 2.02 2.46 2.82

정보보안암호수학과 12 7.83  : 1 29 1.76 2.28 2.56 12 6.42 : 1 11 1.90 2.70 3.16 7 5.14 : 1 3 1.94 2.45 3.09

바이오발효융합학과 10 7.60  : 1 14 1.95 2.16 2.43 10 19.40 : 1 3 2.18 3.58 7.07 6 9.00 : 1 8 1.92 2.30 2.74

건축대학 건축학부[자연] 14 8.79  : 1 29 1.82 2.17 2.40 16 19.88 : 1 13 2.27 2.66 3.26 11 4.91 : 1 15 2.00 2.33 2.75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 - - - - - 6 45.50 : 1 3 3.20 3.98 6.27 - - - - - -

공간디자인학과 - - - - - - 3 34.00 : 1 1 1.58 1.95 2.70 - - - - - -

영상디자인학과 - - - - - - 2 27.00 : 1 0 2.10 4.36 6.62 - - - - - -

체육대학
스포츠산업레저학과 - - - - - - 5 16.40 : 1 4 1.78 3.15 6.21 - - - - -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 - - - - 4 21.50 : 1 6 2.79 2.99 3.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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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시
▪1호선 종 각 역	→	①번 출구	→	1020번(교보문고 방면	200m)	→	국민대
▪2호선 신 촌 역	→	①번 출구	→	110번(동교동 방면	250m)
▪3호선 경복궁역	→	③번 출구	→	1020,	1711번(자하문 방면	50m	아래)	→	국민대
▪4호선 길 음 역	→	③번 출구	→	171,1213,	7211번	→	국민대
▪5호선 광화문역	→	②번 출구	→	1020,	1711번(한국통신 앞)	→	국민대
▪3,6호선 연신내역	→	④번 출구	→	7211번	→	국민대
▪우이 경전철 정릉(국민대입구)역
지선버스 이용시
▪1020번(정릉산장아파트	⇄	국민대	⇄	종로1가)
▪1116번(국민대	⇄	미아삼거리),	1213번(국민대	⇄	청량리)
▪1711번(국민대	⇄	광화문	⇄	공덕동),	7211번(기자촌	⇄	국민대	⇄	신설동)
간선버스 이용시
▪110번(국민대	⇄	제기동	⇄	용산	⇄	신촌	⇄	국민대),	153번(우이동	⇄	수유리	⇄	국민대	⇄	신촌	⇄	우이동)
▪171번(국민대	⇄	돈암동	⇄	성대앞	⇄	상암동)
내부순환로 이용시
▪일산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 이용시	:	정릉	Ramp	진출 후	U턴
▪왕십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이용시	:	국민대입구	Ramp	진출 후 오른쪽

|			입학 상담 및 문의			|
구분 연락처 담당부서

학생부종합 국민프런티어,	학교장추천,		농어촌학생,	고른기회Ⅰ,		
고른기회Ⅱ,	취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TEL	(02)	910-5704~20
FAX	(02)	910-5701 입학사정관팀

실기/ 실적위주 특기자,	실기우수자 TEL	(02)	910-4123
FAX	(02)	910-4120 입학팀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TEL	(02)	910-4126
FAX	(02)	910-4120

국민대학교 숭덕초등학교

북한산보국문

상명대학교

신촌방면

고려대부설
보건대학

정릉역
(국민대입구)

미아삼거리방면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성신여대
입구역

종암동방면

혜화동방면

내부순환로

구기터널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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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이용시
▪1호선	시청역	
▪2호선	잠실역,	신촌역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4호선	길음역
▪5호선	광화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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