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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 사항)

1. 주요 변경 사항 

   가. 모집인원 변경

전형 및 모집단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 전형) 460명 389명(71명⇩)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 481명 525명(44명⇧)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47명 60명(13명⇧)

논술(논술우수자 전형) 348명 338명(10명⇩)

실기(실기우수자 전형) -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전공) 20명 10명(10명⇩)

실기(예체능특기자 전형) -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전공) 3명 2명(1명⇩)

실기(예체능특기자 전형) - 체육학과 14명 17명(3명⇧)

   나. 선발방식 변경

전형 및 모집단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실기(실기우수자 전형)

 -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전공)

1단계: 실기 100% [8배수]

2단계: 실기 60% + 학생부(교과) 40%

1단계: 실기 100% [10배수]

2단계: 실기 60% + 학생부(교과) 40%

실기(예체능특기자 전형)

 -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전공)

실기 40% + 입상실적 40% + 

학생부(교과) 20%

실기 50% + 입상실적 40% + 

학생부(교과) 10%

   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격 추가

구분 2021학년도 지원자격 추가사항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 2(12년) :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한 자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

   라. 학교생활기록부 점수산출 방법 변경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2. 전형요약

전형 및 모집단위 전형방법 수능최저 모집인원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 전형) 학생부(교과) 100% × 389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부(교과) 100% × 92

학생부교과(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3배수]

2단계 : 1단계 80% + 해군전형(합/불) 20% 
❍ 28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5배수]

2단계 : 1단계 100% + 공군전형(합/불)
❍ 17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

1단계 : 서류평가 100% [3배수]

2단계 : 1단계 70% + 면접 30%
×

525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60

학생부종합(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20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3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109

논술 논술(논술우수자 전형) 논술 70% + 학생부(교과) 30% ❍ 338

실기

/실적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전형)

무용과 실기 90% + 학생부(교과) 10% 

×

21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1단계 : 실기 100% [6배수]

2단계 : 1단계 40% + 학생부(교과) 40% + 실기 20%
10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단계 : 실기 100% [10배수]

2단계 : 실기 60% + 학생부(교과) 40%
10

실기/실적

(예체능특기자 

전형)

체육학과(승마,사격 제외) 실기 60% + 입상실적 20% + 학생부(교과) 20% 

×

14

체육학과(승마,사격) 입상실적 80% + 학생부(교과) 20% 3

무용과 입상실적 70% + 실기 20% + 학생부(교과) 10% 15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입상실적 60% + 면접 20% + 학생부(교과) 20% 2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실기 50% + 입상실적 40% + 학생부(교과) 10% 2

계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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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계열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학위명

인

문

계

열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7

문    학    사
국제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08일어일문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역사학과 18

교육학과 27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33 행  정  학  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커뮤니케이션학사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126 경  영  학  사

경제학과 44 경  제  학  사

호텔관광대학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22

경  영  학  사
외식경영학전공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1

글로벌조리학과 1

                  법학부 법학전공 36 법    학    사

자

연

계

열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49

이    학    사
응용통계학전공

물리천문학과 59

화학과 45

생명과학대학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148
공    학    사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전자정보공학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10 공    학    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130

공    학    사
정보보호학과 30

소프트웨어학과 60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지능기전공학부
무인이동체공학전공

142 소프트웨어융합학사
스마트기기공학전공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50

소프트웨어융합학사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50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02
공    학    사

건축학전공(5년) 건  축  학  사

건설환경공학과 60

공    학    사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48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45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30
항공우주공학전공

나노신소재공학과 90

양자원자력공학과 20

국방시스템공학과 별도정원(40)

항공시스템공학과 별도정원(25)

예

체

능

계

열

예체능대학

회화과 36
미  술  학  사

패션디자인학과 36

음악과 40 음  악  학  사

체육학과 36 체  육  학  사

무용과 36 무  용  학  사

영화예술학과 45 문    학    사

계 2,320 -

※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은 추후 학칙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군과의 협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장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임

※ 공학계열 중 아래의 학과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학과의 학생은 졸업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해당학과 :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능기전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나노신소재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 3 -

Ⅲ 전형별 모집인원

계열
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정원내)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학생부
우수자
(정원내)

농어촌
학생

(정원외)

국방
시스템
공학

(정원외)

항공
시스템
공학

(정원외)

창의
인재

(정원내)

고른
기회

(정원내)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정원내)

서해
5도
학생

(정원외)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정원내외)

논술
우수자
(정원내)

실기
우수자
(정원내)

예체능
특기자
(정원내)

인

문

계

열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27 5 1 7 　 6

국제학부 108 24 6 23 2 2 24

역사학과 18 4 1 5 　 4

교육학과 27 5 1 6 　 6

사회과학
행정학과 33 6 2 7 2 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4 2 14 2 7

경영경제
경영학부 126 29 6 30 3 3 1 21

경제학과 44 6 2 7 2 7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22 19 8 25 3 3 21

호텔외식관광
프랜차이즈경영학과 1 1(54)

글로벌조리학과 1 1(53)

              법학부 36 11 2 13

자

연

계

열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49 13 3 10 2 6

물리천문학과 59 14 3 11 2 9

화학과 45 10 2 11 2 6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148 31 8 33 4 2 17

전자정보

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10 55 10 28 4 2 1 23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130 14 7 41 4 2 26

정보보호학과 30 3 1 10 3 6

소프트웨어학과 60 9 3 19 3 12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8 12 3 1 8

지능기전공학부 142 15 45 3 30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50 48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50 48

공과

건축공학부 102 23 5 17 3 2 15

건설환경공학과 60 12 3 10 2 　 9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48 9 2 10 2 　 8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45 7 2 11 2 　 8

기계항공우주공학부 130 28 6 19 4 2 21

나노신소재공학과 90 22 5 11 3 2 15

양자원자력공학과 20 3 1 7 　 4

국방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 28

항공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 17

예

체

능

계

열

예체능

회화과 36

패션디자인학과 36

음악과 40

체육학과 36 17

무용과 36 21 15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45

10 2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0 2

계 2,320 389 92 28 17 525 60 20 3 2(107) 338 41 36

※ 수시모집에서 지원자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하여 최종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 4 -

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까지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ipsi.sejong.ac.kr)
▪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추후 공지

서류제출
2020. 9.25(금) 

    ~ 9.29(화) 17시 까지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본교 

  입학과로 제출(등기우편은 9.29(화) 소인까지 유효)

  - 주소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입학과(집현관 206호)

  ※ 방문제출 시간 : 10시 ~ 17시(토/일/공휴일 제외)

자기소개서 수정 2020. 9.29(화) 17시 까지

실기

고사

실기

우수자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1단계 2020.10.24(토) 10시 ▪ 고사장 배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통해 공지함

▪ 예비소집은 실시하지 않음

▪ 고사 당일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실기·면접·논술고사 장소 안내

 - 10. 5(월) : 실기고사 장소 안내

               (실기우수자(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단계))

 - 10.15(목) : 실기고사 장소 안내

               (실기우수자(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1단계, 무용과),  

               예체능특기자)

 - 12. 4(금) : 논술고사 장소 안내(논술우수자)

  ※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17시 이후 공지 예정

 

▪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일정·장소 안내

  - 10.29(목) : 1단계 합격자(국방시스템공학과)

                1단계 합격자(항공시스템공학과)

  - 11.11(수) : 1단계 합격자(실기우수자(영화예술학과))

  - 11.26(목) : 1단계 합격자(고른기회)

                1단계 합격자(서해5도학생)

                1단계 합격자(사회기여 및 배려자) 

                1단계 합격자(특성화고교졸 재직자) 

  - 12.10(목) : 1단계 합격자(창의인재)

  ※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17시 이후 공지 예정

  ※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 수에 따라 부득이 고사일시가    

변경될 경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일정 변경사항을 공

지할 예정임

2단계 2020.11.18(수)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1단계 2020.10.13(화) ~

2단계 2020.11.17(화)

무용과 2020.11. 6(금) ~ 11. 8(일)

예체능

특기자

체육학과 2020.11. 3(화)

무용과 2020.11. 6(금) ~ 11. 8(일)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2020.11.17(화)

면접

고사

예체능

특기자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2020.11. 7(토)

창의인재

인문계열 2020.12.20(일)

자연

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2020.12.20(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0.12.19(토)

고른기회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

인문계열

2020.12. 5(토)
자연계열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2020.12. 5(토)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인문

계열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2020.12.12(토) 

10시 ~ 12시

경영경제대학

호텔관광대학

2020.12.12(토) 

15시 30분 ~ 17시 30분

자연

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0.12.13(일) 

10시 ~ 12시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2020.12.13(일)

15시 30분 ~ 17시 30분

최초합격자 발표

학생부우수자

농어촌학생

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

2020.11.27(금) 17시 이후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에서 확인

기타 수시모집 전형 2020.12.27(일) 17시 이후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20.12.28(월) 09시

   ~ 12.30(수) 14시

▪ 합격자 본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등록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추가합격자 발표

전체 전형

(최종 추가합격자 발표 제외)

2020.12.30(수) 

   ~ 2021. 1. 3(일)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일괄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각 추가합격자 발표 차수별 발표일정 및 등록예치금 

납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최종

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

전화 

개별 통보
2021. 1. 4(월) 21시 까지

▪ 연락 가능하도록 전화대기 요망

  ※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그 외 전형
홈페이지 

일괄발표
2021. 1. 4(월) 18시 예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일괄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잔여등록금 납부

(정시모집 등록기간)

2021. 2. 8(월) 09시

    ~ 2.10(수) 16시

▪ 합격자 본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수시 등록예치금 납부자는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국방시스템공학과 및 항공시스템공학과 2단계 전형일정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http://ipsi.sejong.ac.kr
http://ipsi.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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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방법

1. 원서접수 절차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추후 공지) 접속 후,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수험생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

"세종대학교" 선택

▼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작성 및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지원한 모집단위의 변경 및 

접수취소 등이 불가하므로,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단, 연락처는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변경 가능함)

▼

전형료 결제 ⇨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

원서접수 확인(수험번호 확인) ⇨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한[2020. 9.28(월) 17시]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2. 수험표 출력

   가. 전형료 결제 후 수험표 출력 창으로 자동 이동하며, ‘수험표 출력’을 클릭하여 수험표를 출력함

   나. 지원자는 고사 당일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함

       ※ 배경이 있거나 스냅 촬영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지원자가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본교 수시모집 전형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함(단, 전형별로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고사일이 같은 전형에 지원할 경우, 추후 공지되는 고사시간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지원하기 바람

   라. 전형료 결제(입금)를 마쳐야 수험번호가 부여됨

   마. 수험생이 지원한 본교 모집단위가 소속된 계열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

   바.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사.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수정ㆍ취소ㆍ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됨

   자.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차. 입학 이후에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에 주요사항 누락, 위·변조 또는 허위 등의 사실이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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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전형별 안내

❏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5 

국제학부 24 

역사학과 4 

교육학과 5 

사회과학
행정학과 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경영경제
경영학부 29 

경제학과 6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9

법학부 11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13

물리천문학과 14 

화학과 10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31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55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14

정보보호학과 3 

소프트웨어학과 9

데이터사이언스학과 8

지능기전공학부 15 

공과

건축공학부 23 

건설환경공학과 12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9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7 

기계항공우주공학부 28

나노신소재공학과 22

양자원자력공학과 3 

소계 389

2. 지원자격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4개 학기 이상 있으

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이 있는 자

    ※ 단, 특성화고, 일반고 및 종합고의 일반계 이외의 과정(전문계, 예체계 등) 이수자,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및 직업교육위탁학생은 지원불가

    ※ 지원한 계열에 해당하는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인문계열 일괄합산 100%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000

자연계열 일괄합산 100%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인문계열 : 영어>국어>수학>사회>과학 순

        - 자연계열 : 수학>영어>과학>국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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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최초합격자 발표 2020.11.27(금)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

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함.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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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1

국제학부 6

역사학과 1

교육학과 1

사회과학
행정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경영경제
경영학부 6

경제학과 2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8

법학부 2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3

물리천문학과 3

화학과 2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8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10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7

정보보호학과 1

소프트웨어학과 3

공과

건축공학부 5

건설환경공학과 3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2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2

기계항공우주공학부 6

나노신소재공학과 5

양자원자력공학과 1

소계 92

2.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이 

있으며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유형 1 (6년) :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 2(12년) :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한 자

      ※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 3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이며, 농어촌 지역 거주 개시일은 해당 학년도 개시일인 3월 2일임

      ※ 지원한 계열에 해당하는 반영교과 중 각 교과별로 해당하는 세부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전학 등으로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할 경우, 모두 농어촌 지역 학교이어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를 할 수도 있음     

      ※ 유형 1(6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하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의 친권이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단, 친권자과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간주함)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인문계열 일괄합산 100%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000

자연계열 일괄합산 100%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인문계열 : 영어>국어>수학>사회>과학 순

         - 자연계열 : 수학>영어>과학>국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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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최초합격자 발표 2020.11.27(금)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 유형1 (6년) 지원자

1.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주민등록초본 (본인, 부, 모) 각 1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4. 농어촌학생 학교장 확인서(본교양식) 1부

◦ 유형2 (12년) 지원자

1.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지원자의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4. 농어촌학생 학교장 확인서(본교양식) 1부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

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마. 최종 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 및 고교 졸업증명서(졸업일 표기 필수)를 졸업일 이후 재발급하여 

       입학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재학기간 내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종합격(입학)을 취소함)

   주)1양육권 판결문의 종류: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강제조정결정문 등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이 친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와 

거주하였을 경우(공동친권 제외)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수험생의 친권이 표기된 서류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공동친권인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양육권 판결문 주)1

◦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수험생의 친권이 표기된 서류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 계모 또는 계부의 주민등록초본

※ 중·고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친권(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의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여야 함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 또는 모 사망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부 또는 모 사망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 계모 또는 계부의 주민등록초본

※ 중·고교 재학기간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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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정원외]

1. 모집인원: 연간 총 40명(단, 여학생은 해군의 여군 인력운영 및 작전운영 등을 고려 최대 2명 선발)

※ 1단계 전형의 경우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 운영

2. 지원자격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이 가능한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나.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2021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 2025년 6월 1일 (1997. 6. 2 ~ 2005. 6. 1 사이 출생자)

      ※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 9 이내 (한국사는 필수 응시하여야 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학생부

(교과성적)

해군본부 주관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28명
1단계 100% - - - - - 800 성별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80% 10% 10% 합ㆍ불 판정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전 과목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나.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 기준 (해군 건강관리 규정)

구분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신체검사

기 준

 ․  신장ㆍ체중 기준표의 신체등위 3급 이상 

  - 남자 : 159 ~ 196㎝ 미만, 

           17~33 BMI(kg/㎡) 미만

  - 여자 : 152 ~ 184cm 미만,

           17~33 BMI(kg/㎡) 미만

 ․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3급 이상

 ․  교정시력 0.6 이상

 ․  색약 및 색맹 : 지원 불가 

※ 신체검사 결과 재검 대상자는 개인별 민간병원에서 해당분야 재검사 후 병사용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를 해군본부

   인재획득과로 제출

모집시기 남학생 여학생 비고

수시 27명 1명  - 미충원인원 정시 이월

정시 11명 1명  - 최종 여학생 선발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해당인원을 남학생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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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 전일 21:00(저녁 9시) 이후부터 신체검사 종료까지 음식물(약물) 섭취를 금지함(공복유지)

          (단, 약물 복용은 신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지하는 것이며,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 복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나) 안과 검사 시 렌즈 착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안경을 준비하여야 함

       다) 신체검사 용지 작성을 위해 필기도구 지참

       ※ 군의관(의사)에게 본인의 질환이나 수술경험을 솔직하게 답변

   다. 면접평가

     ① 평가항목 : 국가/역사관, 품성/태도, 성장환경, 표현력, 전문지식

   라. 인성검사 (합⋅불 판정) : MMPI-Ⅱ

     ① 검사내용 : 편집증, 강박증, 우울증, 반사회성 등 10개 요소 567문항

        * 문답지 작성(OMR 카드)

     ② 인성검사 유의사항

         인성검사 문항 중에는 몇 가지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

   마. 체력검정

     ① 종목별 배점(100점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1.5km달리기
시간

남 6’ 08“ 6’ 18“ 6’ 28“ 6’ 38“ 6’ 48“ 6’ 58“ 7’ 08“ 7’ 18“ 7’ 28“ 7’ 28“ 초과

여 7’ 39“ 7’ 49“ 7’ 59“ 8’ 09“ 8’ 19“ 8’ 29“ 8’ 39“ 8’ 49“ 8’ 59“ 8’ 59“ 초과

배점 50.0 49.5 49.0 48.5 48.0 47.5 47.0 46.5 46.0 45.5

윗몸일으키기

(2분 기준)

횟수
남 82 78 74 70 66 62 58 54 50 50 미만

여 71 67 63 59 55 51 47 43 39 39 미만

배점 30.0 29.7 29.4 29.1 28.8 28.5 28.2 27.9 27.6 27.3

팔굽혀펴기

(2분 기준)

횟수
남 72 68 64 60 56 52 48 44 40 40 미만

여 35 33 31 29 27 25 23 21 19 19 미만

배점 20.0 19.8 19.6 19.4 19.2 19.0 18.8 18.6 18.4 18.2

4. 선발원칙

   가.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우수자

     ② 해군성적(체력검정+면접평가) 우수자

     ③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④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수학>영어>과학>국어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0.29(목) 17시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1단계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0.11. 3(화) 17시 까지 “세종대학교 입학처”에 “도착”하여야 함

2단계 전형 세부 일정 추후공지 (해군본부 진행)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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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

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마. 1단계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 내용

자기소개서 2부

◦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양식 이용

◦ 신원진술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탈모 상반신 3×4 cm)을 반드시 부착

  (사진 파일 인쇄출력 가능)

신원진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부

기본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내 발행분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에서 발급 가능

◦ 지원자 기준 상세본으로 발급

본인신용정보조회서1부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인터넷 회원 가입 후 발급(무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발급

  또는 인근 초·중·고교 행정실 방문 발급

※ 1단계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학안내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참조

7. 대우 및 특전

   가. 대학 재학 중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군 예산의 변화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액 조정 가능)

나. 졸업 후 일정기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해군 소위로 임관

    - 조직의 리더로서 품성과 기술개발

    - 다양한 인적 Network 활용 가능

    -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소위 : 공무원 7급 수준, 중위 : 공무원 6급 수준)

    - 군 복무기간 중 관련분야 근무 시 해사생도 순항훈련, 환태평양훈련, 청해부대 파병 등 외국 순방 및 신무기

      체계나 장비 인수 등 교육 참가 기회 부여(선발 또는 해당함정 승조 시)

다. 근무성적 우수자 장기복무 선발 

    - 안정된 직업 보장(공무원 5급 이상) 

    - 능력과 적성에 따른 자기계발 기회 부여[국내ㆍ외 위탁교육(석ㆍ박사 학위과정, 국외 군사교육 등)]

    - 20년 이상 근속 시 군인연금 수혜 가능

라. 다양한 복지혜택 

    - 대부분 도시지역 근무로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가능

    - 결혼 전 독신자 숙소 제공 및 휴가, 출장 시 군 복지시설(호텔, 콘도, 체력단련장 등) 이용 가능(가족 포함)

마.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의 대학 생활 가능(재학 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음)

바. 본교 기숙사 입소 희망 시 기숙사 선발기준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소

사. 본교 재학 중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될 시 교내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아. 대학에서 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는 일정액의 학업 장려금 지원

자. 복무기간 : 임관 후 7년 (의무복무기간 3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가산복무 4년)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군필자/예비역 징계사항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발급)

http://www.credit4u.or.kr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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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유의사항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11.14)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

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

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2018.1.22)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

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규정(제2373호 2019.1.16)

제8조 선발취소 

1. 군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장학생 선발취소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가. 퇴학 또는 제적 시

  나. 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다.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기말 평균성적이 70/100점 미만인 경우(선발연도 1학기 성적 포함)

  라. 품행이 불량한 자(음주운전자, 상습도박자, 성범죄자,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국가안보에 반하는  

언행을 한 자 등등)

  마.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전학하거나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바. 휴학하였을 때(단, 심신장애로 인해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사. 고등교육법에 의거 졸업학년도 2월말까지 졸업이 불가할 때

  아. 군 장학생 지원 시 허위의 정보를 기록한 경우(타 군 및 타 기관 복수지원자 포함)

  자. 기타 장교 및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10조 (장학금 반납) 군 장학생으로서 수학중 선발이 취소되거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후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해병대 군 장학생은 해병대사령관)은 군 장학생이 수학기간 중 퇴학 또는 제적의 사유로 선발 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본인 또

는 그의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장학생 선발취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반

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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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정원외]

1. 모집인원 : 연간 총 25명(단, 여학생은 공군의 여군 인력운영 및 작전운영 등을 고려 최대 2명 선발)

모집시기 남학생 여학생 비고

수시 16명 1명  - 미충원인원 정시 이월

정시 7명 1명  - 최종 여학생 선발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해당인원을 남학생으로 선발

※ 1단계 전형의 경우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 운영

2. 지원자격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이 가능한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해당 학교에 등록하여 당해연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

다. 타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라.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2021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 2025년 6월 1일 (1997. 6. 2 ~ 2005. 6. 1 사이 출생자)

      ※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미셩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바.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이며, 한국사 영역 3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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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가. 전형방법

모집

인원

사정

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학생부

(교과성적)

공군본부 주관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면접평가 신원조사

17명
1단계 100% - - - - - 1,000 성별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2단계 100% 합ㆍ불 판정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전 과목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 공군본부 주관 전형 중 면접평가는 대면면접을 시행하며, 인공지능(AI) 면접은 시범적용을 위해 병행 예정

   [대상: 1단계(학생부 교과성적) 합격자]

   나. 신체검사 기준표

주요 항목 기준(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공군교범 13-12) 공중근무 I급 적용) 주요 불합격 사유

신장 162cm 이상 196cm 이하

＊2(별표2) 참조

좌고(座高) 86cm 이상 102cm 이하

체중 신장별 체중표
＊1(별표1) 참조

시력(양안)

나안시력 양안 각각 0.5 이상, 교정시력 1.0 이상

 * 공중근무 신검 I급 항목 중 안과기준(나안 0.5 이상, 교정 1.0 이상 등) 

   미달 저시력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의료원 검사에서 시력교정수술(PRK) 

   적합자로 판정 시, 만 21세 이후에 시력교정수술을 받는 조건에 의한 

   조건부 선발. 단, 시력교정수술을 이미 실시한 자는 선발 제외

기타 해당 항목별 기준

   ＊1(별표1) 신장별 체중표

신장(cm) 최소(kg) 최대(kg) 신장(cm) 최소(kg) 최대(kg) 신장(cm) 최소(kg) 최대(kg)

162 49.9 72.2 174 57.5 83.3 186 65.7 95.1

163 50.5 73.1 175 58.2 84.2 187 66.4 96.2

164 51.1 74 176 58.9 85.2 188 67.2 97.2

165 51.8 74.9 177 59.5 86.2 189 67.9 98.2

166 52.4 75.8 178 60.2 87.1 190 68.6 99.3

167 53 76.7 179 60.9 88.1 191 69.3 100.3

168 53.6 77.6 180 61.6 89.1 192 70 101.4

169 54.3 78.5 181 62.2 90.1 193 70.8 102.4

170 54.9 79.5 182 62.9 91.1 194 71.5 103.5

171 55.6 80.4 183 63.6 92.1 195 72.2 104.6

172 56.2 81.4 184 64.3 93.1 196 73 105.6

173 56.9 82.3 185 65 94.1

※ 신장은 계측오차, 성장가능성 등 고려하지 않으며 당일 검사결과로 합격/불합격 결정됨(예: 161.9cm도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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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별표2)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사유

구 분 주요 불합격 사유

체 격
․ 신장 : 162cm미만, 196cm초과

․ 좌고 :  86cm미만, 102cm초과
․ 체중 : 신장별 체중표 참조 [별지 5]

안 과

․ 시력 : 나안시력 0.5 미만,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2.00 D 또는 -1.50 D 초과,

                          난시 : 1.50 D 초과 / 부동시 : 2.00 D 초과

․ 경도이상의 사위 (외사위:6PD초과, 내사위:10PD초과, 수직사위:1.5PD초과) 모든 종류의 사시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신검 당일 기준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각막 : 각막염, 각막궤양, 진행성이거나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각막혼탁,

        각막이영양증, 원추각막 등

․ 콘텍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드림렌즈포함)➝ 
  렌즈착용으로 각막의 변형이 관찰되는 경우 굴절률 측정이 불가하여 불합격 처리됨

․ 색각이상

․ 입체시이상

․ 고안압증(22 mmHg 이상) 

․ 망막 :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합병증을 동반하는 첩모난생

․ 굴절교정술의 병력(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 굴절교정술 부적합 기준

․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조절마비 굴절검사) : 어느 경선에서나 +0.50 D 또는 -5.50 D 초과 

․ 난시 : 3.00 D 초과 / 부동시 : 2.50 D 초과

※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검사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정형

외과

사지

․ 주요 관절의 습관성 탈구 또는 아탈구

    예) 어깨 : 전방탈구 과거력 + 이학적 검사 상 불안정성 + MRI 병변 또는 수술한 병력

․ 체내 내고정물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 골관절 질환으로 인한 변형, 통증, 불안정성, 또는 운동범위 감소 등 

․ 발 : 만곡족, 강직성 편평족, 요족 변형, 무지외번 등

․ 무릎 :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한 불안정증,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 오스굳씨 병(x-ray 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 경도이상의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수염

․ 골절 후유증(불유합, 부정유합, 가관절형성 등)

․ 관절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

․ 2.0cm 이상의 하지부동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척추

․ 공중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척추/천장관절의 질환 또는 손상

․ 척추 골절 -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 한 개 이상의 척추갈림증(spina bifida)이 동일 부위 피부 함몰을 동반

  하거나 수술적으로 교정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

․ 척추관절염, 척추강 협착증
․ 재발성 요통 또는 경부통
․ 요추 20도 이상,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척추 분리증, 척추 전위증
․ 확실한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 또는 수술 과거력

순환기

․ 심전도 이상 : 부정맥, 전도장애 등 

․ 고혈압 

․ 선천성 심장질환, 심장 시술 혹은 수술의 과거력

․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심낭질환 등

․ Raynaud씨 병, Buerger씨 병, 혈관 내 이식물 등

호흡기

․ 기관지 천식 : 현재 증상 또는 과거 병력이 있고, 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

․ 결핵이 재발한 병력

  *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치료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기관, 기관지, 폐, 늑막 또는 종격동의 양성 및 악성 종양 

․ 자연 기흉의 병력

․ 폐소수포 혹은 폐대수포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폐소엽 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소화기

․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및 재발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위/십이지장 수술병력

․ 염증성 장질환

․ 간기능검사 이상소견

․ 장 절제의 병력․ 간염항원 보유자

․ 담석증, 담낭용종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비장 부분절제술 이상을 시행한 경우

  * 약물 복용에 의한 경우 신검 당일 기준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재검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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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불합격 사유

내분비

․ 당뇨병

․ 통풍 및 병력

․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병력

․ 고지혈증(가족성 혹은 약물치료 필요시)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부신 기능이상

․ 뇌하수체 기능이상

혈액
․ 빈혈 및 적혈구 증다증

․ 혈소판 결핍증 또는 혈소판 증다증, 출혈성 질환

․ 백혈구 감소증

․ 백혈병, 골수증식성 질환, 림프종

신장

․ 일측 신장의 결손 또는 저형성, 기능장애

․ 마제철신(horseshoe kidney)

․ 지속 또는 재발하는 혈뇨

․ 수신증 또는 농신증

․ 신염, 신우염, 신우신염

․ 단백뇨(200mg/24hrs 초과)

  * 정밀검사 결과 ‘단순 특발성 혈뇨’인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전신

질환

․ 탈감작치료를 요할정도의 알러지 질환 ․ 아나필락시스 병력

․ 류마티스 질환 및 이에 준하는 질환(강직성 척추염 등)

․ 악성 종양, 군장 착용에 제한이 되거나 추후 치료가 필요한 양성 종양

비뇨

기과/

부인과

․ 최근(크기에 따라 12~24개월 이내) 요로결석 및 제석술 병력

․ 정계정맥류(육안 상 돌출, 통증, 또는 기저질환 동반된 경우)

․ 정류고환, 양측 고환이 없는 경우

․ 반음양(hermaphroditism)

․ 자궁내막증의 병력

․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난소 낭종

․ 증상을 동반하는 모든 생식기관의 선천적 이상

이비인
후과

․ 유착성 중이염

  *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 동반 시 불합격

․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메니에르 병

․ 중이내 외과적 수술의 기왕력

․ 이관기능 장애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 고막의 적절한 시진을 방해하는 경우 포함

․ 고막 천공

․ 현훈 발작의 병력

․ 전정기능 이상

․ 청력 이상(난청)

․ 급·만성 중이염(화농성, 진주종성, 장액성 등)

신경과
정신과

․ 경련성 발작, 경련성 질환의 병력, 원인불명의 의식소실

․ 신경계 발달 이상 : 척추분열증, 수막류, 지주막 낭종, 척수공동증,

                    아놀드-키아리 기형, 댄디-워커 기형 등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 신검 당일 기준 최근 12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평가에 통과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재발성 두통(혈관성, 편두통성, 군집성)의 병력
․ 뇌수두증
․ 두개내 종양(뇌실질, 뇌막)
․ 탈수초성 질환(다발성 경화증 등)
․ 척수염
․ 미주신경성 실신
․ 두부외상

․ 개두술 및 두개골결손의 병력
․ 중추신경계의 신생물 병력
․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질환
․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이전의 병력
․ 기분장애(우울, 양극성 장애 등) 또는 이전의 병력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피부과

․ 군장 착용(헬멧, 마스크, 낙하산 장구 등)에 지장을 주는 모든 종류의 

  만성피부질환(습진, 진균감염, 켈로이드 등)

․ 문신 * 1개(지름 7cm초과), 2-5개(합계면적 30cm2이상) 또는 6개 이상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건선 및 병력

․ 손, 발의 만성 또는 심한 다한증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단순 피부묘기증 제외

․ 편평태선(Lichen Planus)

․ 광과민성 피부질환

․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습진

․ 응괴성여드름

치 과

․ 결손치가 있는 경우 * 구조적/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 저작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부정교합

․ 고정식 교정 장치를 장착한 경우

  * 신검 당일 교정치료 중인 경우, 군사훈련 시작 전까지 치료 완료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담당 치과의사의 진단서(소견서)제출 시 ‘조건부 합격’ 판정 가능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격 사유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최종 판정

※ 자세한 내용은 항공우주의료원 특수검진과(☎043-290-5574)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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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별표3) 신체검사 준비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구 분 내  용

신체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 신검 시 대리 응시자 발생 방지(자격증 등은 인정 불가) 

․ 안경(교정시력 검사용), 선글라스(조절마비 검사 후 눈부심 방지) 지참

․ 콘텍트렌즈 착용금지 : 소프트 렌즈(1개월 이내), 하드 렌즈(3개월 이내, 드림렌즈포함)

․ 약물(영양제, 한약, 단백질 보충제 등 포함) 복용 금지 (최소 2주 전 중단)

․ 최근 5년 간 요양급여내역서 제출 (전 항목 표기, 일부내용 누락 시 신검불가)

  ※ 예, 신체검사일 ’20년 8월인 경우 → ’15년 8월 ~ ’20년 7월 기간의 요양급여내역 제출)

․ 질환 및 과거력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병무용진단서 포함) 지참하여 소명 가능

․ 치아교정 시 치료계획(군사훈련 시작 전 까지 치료 완료)이 포함된 치과 단서(소견서)지참

․ 원활한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체육복, 반소매/반바지, 머리끈 지참)

․ 신검 후 차량 및 원동기 운전 절대 금지
․ 신검 전날 20시 이후 금식
․ 고막 확인 위한 귀지제거(이비인후과에서 실시)
․ 14시간 이상 소음 노출 금지

․ 화장(마스카라, 속눈썹, 파운데이션 등) 금지 

굴절

선발 신체검사에서는 조절마비제를 사용하여 굴절검사를 진행합니다. 조절마비제를 점안하게 되면 홍체의 조

절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원시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으며, 평소 안경 없이 지내던 사람도 원시 기준 초과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검사를 위해 외부에서 측정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굴절 검사를 

위하여 소프트렌즈는 최소 1개월, 하드렌즈는 최소 3개월은 착용금지 한 후 신검에 참여 가능하며 신체검사 

당일 렌즈 착용으로 인한 각막변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굴절 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모든 종류의 굴절교정술(라식, 라섹 등) 및 렌즈삽입술(ICL)을 신검 이전 시행한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사위,

사시

미세사시나 사위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미

세사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시는 불합격이며, 만일 사시나 사위로 수술한 경우 수술 6개월 이후 신체

검사 지원이 가능하고, 이 경우 안과 전문의에 의한 안구운동정밀검사 등을 실시한 후 판정 합니다. 수술 후

에도 사위나 사시가 재발 할 수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흉

외상이나 폐 실질 및 공기 통로에 다른 질병 없이 폐와 늑골 사이 공간에 공기가 존재할 경우를 특발

성(자발성) 기흉 이라고 하며 이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불합격 요인입니다. 특발성(자발성) 기흉을 가

진 사람에게 흉강경 검사를 실시하면 많은 경우 폐기포가 존재하여, 추후 기흉 재발의 가능을 내포하고 

있고, 고공환경에서는 기압의 변화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염항원

보유자

간염항원 보유자의 경우(B형, C형), 선발 신체검사 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 보유자 였지만 자연 

회복되었거나 치료하여 항원에 없어진 경우(선발신검 시 간염항원 음성인 경우에 한함) 합격 가능합니다.

다한증
다한증은 주먹을 쥐었을 때 2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불합격 요인이며, 수술을 한 경우 보상성 다한증, 

안면 무한증, 늑간 신경통, 안검하수 등 교감신경차단(절제)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안면부, 경부, 주관절와, 슬관절와 등 특징적인 부위에 활동성 아토피성 피부염인 경우 불합격요인에 해

당하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잔류병소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두드러기

단순 피부묘기증을 제외한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은 불합격 요인입니다. 다만 두드러

기의 경우 정도가 경미하고 유발 물질이 특정되어 회피가 가능하다면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

다. 광과민성 질환은 불합격 요인이고,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우 사안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있

습니다. 신검 시 알레르기 검사 및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신
문신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cm 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5군데 이하로 합계면적이 30cm2 미만인 

경우 문신이 있더라도 합격 가능합니다. 신체의 6군데 이상 있는 경우 합계면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반흔,

모반

수술자국 또는 흉터가 기능적(운동, 군장착용)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이고 광범위 하지 않다면 합격 

가능합니다. 화상의 경우 체표면적의 10%를 넘는다면 불합격 요인입니다. 점의 경우도 기능상 문제가 없

을 정도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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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반달연골

파열

십자인대와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반월상 연골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을 1/3이상 절제한 경

우 불합격 요인이며, 십자인대 수술을 같이 한 경우에도 불합격 요인에 해당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경우, 이학적 검사 상 불안정성, 근력약화,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이 없는 경

우에 한해 합격 가능합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한 경우는 불합격 요인에 해당합니다.

편평족

증상이 없는 경미한 편평족의 경우 합격 가능합니다. 이학적 검사 상 강직성 편평족 소견을 보일 경우 불합

격 사유이며, 유연성 편평족의 경우 증상을 동반한 경우 또는 엑스레이 검사 상 거골의 종축과 제1 중족골

의 종축이 이루는 각도(talo-1st Metatarsal angle)가 15도 이상인 경우는 불합격 요인에 해당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확실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의 병력 또는 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나 화학수핵용해술을 시행 받은 경우는 불

합격 요인입니다. 단, 신경학적 징후가 없는 요추 추간판 팽윤의 경우는 합격 가능합니다.

중이염

급·만성 중이염으로 현재 치료 중인 자는 불합격 요인입니다. 치료가 종료 된지 수년이 지났으나 통기

관 삽입술 후 튜브가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청력이나 다른 기능의 이상이 없을 시 합격 가능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난청 순음(기도) 청력 검사 상 하나의 주파수에서라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불합격입니다.

비염,

비용

비염은 비 호흡 장애가 빈번하거나 부비동 환기 및 배출 장애를 유발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증상이 경하며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최소 1년 이전에 수술을 받고 재발 및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불

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간질,

실신

간질(경련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불합격입니다. 단, 5세 이전 발생한 열성경련 및 외상 당시 발생

한 경련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두부 외상에 기인하지 않은 의식장애(실신 포함)의 경우는 모두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력 상 미

주신경성 실신이 의심 또는 확인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확진된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

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의식소실의 있었던 경우라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뇌 

MRI, 뇌파 등)를 진행하여 모두 정상일 경우에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

의학과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은 과거력이 있다면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과

거력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신체검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최근 12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 수행 평가에 통과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코 성형(비중격 만곡증 수술 포함)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며 수술 

관련 합병증이 없는 경우 합격 가능합니다.

치과

교정치료

정상적인 저작이 불가능하여 향후 교정치료가 예상되거나, 현재 고정성 교정 장치를 이용한 교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단순미용 목적의 교정치료에 한하여 현재 고정성 교정 장치를 하고 있

으나 입대 전 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교정치료가 끝난 후의 보정장치(retainer) 또는 가철식 교정 장치로 교정치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아닙니다. 

치과

결손치

결손치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우식치아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이나 구

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전치부에 광범위

한 결손치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이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

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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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력검정

     ① 대상 : 1단계 선발자

     ② 체력검정 기준표

종목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30초) 팔굽혀펴기(30초)

기준
남 1.5km / 7분 44초 이내 17회 이상 15회 이상

여 1.2km / 8분 15초 이내 14회 이상 5회 이상

     ③ 판정기준 : 체력검정 종목별 기준 미달 시 불합격

   라. 조종적성검사 : 비행적성(자질) 및 모의 비행 평가

     ① 대상 : 1단계 선발자

     ② 적성검사 분야 및 내용

분야 내용

컴퓨터기반검사 공간지각력, 측정능력, 시각적 정보처리, 합리적 사고력, 시각운동, 주의배분력

모의비행평가 이륙, 상승, 수평비행, 선회, 착륙

     ③ 판정기준 : 가) 2개 분야 적합 (합격), 나) 1개 분야 적합시 (적 ․ 부 심의), 다) 2개 분야 부적합 (불합격)

        ※ 판정기준은 관련정책 변경 시 변경 될 수 있음

   마. 면접평가

     ① 대상 : 1단계 선발자

     ② 면접평가 내용 및 배점표

평가항목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세부

평가내용

 • 성격

 • 가치관

 • 희생정신

 • 학교생활

 • 가정/성장배경

 • 자기소개

 • 지원동기

 • 역사인식

 • 논리성

 • 주제토론

 • 개인/공동의식

 • 반사회적 성향 등

배점(비율) 30(43%) 25(36%) 15(21%) 적·부 판정

     ③ 판정기준 : 총점 45점 이하이거나, 미흡 2개 또는 저열 1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배점기준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열)

        ※ 필요시 추가 심층면접 시행

        ※ 공군본부 주관 전형 중 면접평가는 대면면접을 시행하며, 인공지능(AI) 면접은 시범적용을 위해 병행 예정

           * 인공지능(AI) 면접결과는 면접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4. 선발원칙

   가.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수학>영어>과학>국어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0.29(목) 17시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1단계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2020.11. 3(화) 17시 까지 “세종대학교 입학처”에 “도착”하여야 함

2단계 전형 세부 일정 추후공지 (공군본부 진행)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 21 -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

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마. 1단계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 내용

자기소개서 4부

◦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양식 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신원진술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탈모 상반신 3×4 cm)을 반드시 부착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양식, 공군본부양식)

신원진술서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최근 1개월 내 발행분 :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에서 발급 가능

◦ 지원자 기준 상세본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인터넷 회원 가입 후 발급(무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4부

◦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에서 발급

  또는 인근 초·중·고교 행정실 방문 발급

◦ 1부는 반드시 원본, 나머지는 사본 가능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부 ◦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최근 5년간의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병적기록표 1부 ◦ 군필자/예비역에 한하여 징계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병무청 방문)

병적증명서 1부 ◦ 군 미필자에 한하여 발급(병무청 방문)

※ 1단계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학안내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참조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http://www.credit4u.or.kr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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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우 및 특전

가. 신입생 전원에게 졸업 시 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공군예산 범위 내)

나.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 비행교육 입과 (수료 시 조종사 복무)      

다. 공군 조종사(장교) 근무 시 각종 혜택 수혜

   ‧ 조종사에게는 각종 수당 추가 지급 (비행수당, 피복수당 등)

   ‧ 계급에 상응하는 숙소 또는 APT (관사) 전원제공

   ‧ 군생활 중 각종 교육 및 휴양 기회 부여 (해외연수, 해외교육,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해외휴양 등)

라. 병과 및 복무기간

   ‧ 비행교육 수료자 : 조종병과 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기간 : 13년 복무

     * 장기 복무장교로 당연선발

   ‧ 비행교육 중도 탈락자 : 조종병과 이외 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기간(7년) : 의무복무(3년) +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가산복무(4년)

     * 본인 희망 시 경쟁에 의한 장기복무장교 선발로 중견간부로 관리

마. 장기복무 시 고급 간부로 진출 가능

바. 일반대학(학과)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의 대학 생활 가능

    ‧ 대학 재학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음

    ‧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학위(전공) 이수 : 공과대학 항공시스템공학과

사. 본교 기숙사 입사 희망 시 기숙사 선발기준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소

아. 본교 재학 중 해외연수(교환학생 포함) 자격에 해당될 시 우선적으로 선발, 졸업 시까지 1회 이상 연수기회 제공

자. 대학에서 정한 자격요건 해당자는 일정액의 학업 장려금 지원

8.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유의사항(숙지사항)

가.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취소 사유

     ① 퇴학 또는 제적 시

     ② 질병, 심신장애, 생계유지 곤란, 국외유학 등으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대학 재학 중 매 학기말 성적이 70/100 미만인 경우

     ④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⑥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휴학, 전학 및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⑦ 졸업학점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⑧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 규정에 의해,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정기 신체검사 불합격자)

     ⑨ 4학년 2학기까지 회화영어(OPIc IM1)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임관前(현역병적 편입 前) 본인이 선발취소 신청 가능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17.11.14.) 제14조 참조]        

나.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취소 시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및 반납의 면제

     ①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17.11.14.)

        제15조에 의함

     ②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18.1.22.) 

       제14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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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7 

국제학부 23

역사학과 5

교육학과 6

사회과학
행정학과 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

경영경제
경영학부 30

경제학과 7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25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10

물리천문학과 11

화학과 11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33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8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41

정보보호학과 10

소프트웨어학과 19

데이터사이언스학과 12

지능기전공학부 45

창의

소프트

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

전공
48

만화애니메이션텍

전공
48

공과

건축공학부 17

건설환경공학과 10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10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11

기계항공우주공학부 19

나노신소재공학과 11

양자원자력공학과 7

소계 525

2.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1단계 서류평가 100% 700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고사 30% 1,000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영역별(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창의성·발전가능성, 인성) 정량·정성 

평가에 기초한 종합평가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안내’ 35쪽 참조

※ 제출서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입전형 서류검증(자기소개서 대필 및 표절 여부 검증,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증, 부모 

및 친인척 직업관련 기재 여부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ʿ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검증 및 처리 절차ʾ는 69쪽 참조

   나. 면접고사

면접형식 배점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 : 9분 내외)

•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300

※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 안내 : 3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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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합격자 선발 시

          ① 1단계 성적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 총점>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의사소통능력‧인성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자기소개서 수정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2.10(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면접고사

인문계열 2020.12.20(일)

자연계열
2020.12.20(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2020.12.19(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대입전형자료 출력물 제출 불필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 이전 합격자

◦ 2020년 2회차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해당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외국고교 발행서류는 예외),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

의하기 바람

   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 홈페이지

접속 - 검정고시 - 대입전형자료 화면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선택

서류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본교 양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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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과학 국제학부 2

사회과학
행정학과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경영경제
경영학부 3

경제학과 2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3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2

물리천문학과 2

화학과 2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4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4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4

정보보호학과 3

소프트웨어학과 3

데이터사이언스학과 3

지능기전공학부 3

공과

건축공학부 3

건설환경공학과 2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2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2

기계항공우주공학부 4

나노신소재공학과 3

소계 60

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 비대상)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농어촌학생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6년) :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모·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 2(12년) :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한 자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 제 3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이며, 농어촌 지역 거주 개시일은 해당 학년도 개시일인 3월 2일임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전학 등으로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할 경우, 모두 농어촌 지역 학교이어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를 할 수도 있음

         ※ 유형 1(6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하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의 친권이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단, 친권자과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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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

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기준학과 관련 정보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고

      -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하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

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로 출신학교장이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교과과정을 이수했다

고 인정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종합고 포함)를 의미함

      ※ 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의 타당성 여부는 본교에서 최종 판정함

마.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1단계 서류평가 100% 700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고사 30% 1,000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영역별(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창의성·발전가능성, 인성) 정량·정성 

평가에 기초한 종합평가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안내’ 35쪽 참조

※ 제출서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입전형 서류검증(자기소개서 대필 및 표절 여부 검증,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증, 부모 

및 친인척 직업관련 기재 여부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ʿ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검증 및 처리 절차ʾ는 69쪽 참조

   나. 면접고사

면접형식 배점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 : 9분 내외)

•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300

※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 안내 : 36쪽 참고

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 단,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합격자 선발 시

          ① 1단계 성적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 총점>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의사소통능력‧인성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자기소개서 수정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26(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면접고사 2020.12. 5(토)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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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지원자 전원

1.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2. 지원자격 확인서류 목록표 1부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대입전형자료 출력물 제출 불필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 이전 합격자

◦ 2020년 2회차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해당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자격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격 충족자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행)

◦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자격 충족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차상위

계층     

지원자격 

충족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

등록등본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를 추가 제출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충족자

유형1 (6년)

지원자

1.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주민등록초본 (본인, 부, 모) 각 1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4. 농어촌학생 학교장 확인서(본교양식) 1부

유형2 (12년)

지원자

1.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지원자의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호  

       뒷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4. 농어촌학생 학교장 확인서(본교양식) 1부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후 학생이 친권보유자와 거주한 경우(공동친권 제외)]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기된 서류)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모의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또는 공동친권인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양육권 판결문 1부주)1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기된 서류)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계모 또는 계부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4. 계부 또는 계모의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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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외국고교 발행서류는 예외),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

의하기 바람

   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 홈페이지

접속 - 검정고시 - 대입전형자료 화면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선택

서류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본교 양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중·고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였을 경우 친권이 없는 친모 또는 친부의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중·고교 재학기간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변경이력 포함)

※ 최종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를 졸업일 이후 재발급하여 입학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함(재학기간 내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종합격  

(입학)을 취소함)
주)1 양육권 판결문의 종류: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강제조정결정문 등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자격 충족자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학교장 확인서(본교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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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과학 국제학부 2

경영경제 경영학부 3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3

자연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2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소프트웨어융합 컴퓨터공학과 2

공과

건축공학부 2

기계항공우주공학부 2

나노신소재공학과 2

소계 20

2.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

   ②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③ 다문화 가정의 자녀(결혼 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④ 장애인 부모의 자녀(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등급인

      자의 자녀)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1단계 서류평가 100% 700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고사 30% 1,000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영역별(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창의성·발전가능성, 인성) 정량·정성 

평가에 기초한 종합평가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안내’ 35쪽 참조

※ 제출서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입전형 서류검증(자기소개서 대필 및 표절 여부 검증,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증, 부모 

및 친인척 직업관련 기재 여부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ʿ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검증 및 처리 절차ʾ는 69쪽 참조

   나. 면접고사

면접형식 배점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 : 9분 내외)

•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300

※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 안내 : 36쪽 참조

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합격자 선발 시

          ① 1단계 성적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 총점>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의사소통능력‧인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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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자기소개서 수정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26(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면접고사 2020.12. 5(토)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지원자 전원
1.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2. 지원자격 확인서류 목록표 1부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 제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대입전형자료 출력물 제출 불필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 이전 합격자
◦ 2020년 2회차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해당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자격
서류

◦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부 또는 모의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에는 근무시작일, 현 재직여부를 반드시 명기
 ※ 부모가 직업군인으로 재직중인 경우 최초 임관일이 기재 된 복무확인서 제출
 ※ 부모가 직업군인으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군경력증명서 제출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부모 혼인관계증명서(한국국적의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본) 각 1부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전(前)국적 또는 현 국적이
    외국인임을 나타내야 함
 ※ 외국 국적으로 기본증명서 미발급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제출

◦ 장애인 부모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부모 중 해당자)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외국고교 발행서류는 예외),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 홈페이지

접속 - 검정고시 - 대입전형자료 화면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선택

서류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본교 양식) 및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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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경영경제 경영학부 1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1

소프트웨어

융합
데이터사이언스학과 1

소계 3

2. 지원자격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호] :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제2호] :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1단계 서류평가 100% 700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고사 30% 1,000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영역별(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창의성·발전가능성, 인성) 정량·정성 

평가에 기초한 종합평가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안내’ 35쪽 참조

※ 제출서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입전형 서류검증(자기소개서 대필 및 표절 여부 검증,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증, 부모 

및 친인척 직업관련 기재 여부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ʿ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검증 및 처리 절차ʾ는 69쪽 참조

   나. 면접고사

면접형식 배점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 : 9분 내외)

•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300

※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 안내 : 36쪽 참고

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합격자 선발 시

          ① 1단계 성적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 총점>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의사소통능력‧인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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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자기소개서 수정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26(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면접고사 2020.12. 5(토)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지원자 전원

1. 자기소개서(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2. 지원자격 확인서류 목록표 1부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자격

서류

◦ 제1호

  해당자

1.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주민등록초본 (본인, 부, 모) 각 1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부모가 이혼, 사망한 경우 등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제2호 

  해당자 

1.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된 서류

3.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지원자의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의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최종등록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모든 서류를 졸업일 이후 재발급하여 입학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재학기간 내 서해5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종합격(입학)을 취소함)

   나.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다.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

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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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정원내·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호텔관광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1 54

글로벌조리학과 1 53

2.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4호에 따라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④「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체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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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소득 관련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재직기간 산정

   - 2021학년도 학기 개시일(2021.3.1) 기준 총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함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함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1단계 서류평가 100% 700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고사 30% 1,000

※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영역별(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창의성·발전가능성, 인성) 정량·정성 

평가에 기초한 종합평가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안내’ 35쪽 참조

※ 제출서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입전형 서류검증(자기소개서 대필 및 표절 여부 검증,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증, 부모 

및 친인척 직업관련 기재 여부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ʿ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검증 및 처리 절차ʾ는 69쪽 참조

   나. 면접고사

면접형식 배점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함 (면접시간 : 9분 내외)

•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지원자의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300

※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 안내 :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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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서류평가 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합격자 선발 시

          ① 1단계 성적우수자

          ② 면접고사 성적우수자 : 총점>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의사소통능력‧인성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자기소개서 수정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26(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면접고사 2020.12. 5(토)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자격

서류

◦ 지원자 전원
현 직장 재직증명서 1부

[반드시 재직기간 명기,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4대보험 가입 산업체 종사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재직한 산업체 재직기간 명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산업체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확인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행) 원본을 제출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산업체 종사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1부 (농지원부 등)

  ※ 최종등록자는 2021. 3. 1이후 발급된 현 직장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산업체 4대보험 1개 이상 가입확인서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등을 2021. 3. 5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함(2021. 3. 1 기준 지원자격 미달자로 확인

되면 최종 합격을 취소함)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 의무복무 해당자(군필자/예비역)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하며, 의무복무

 해당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35 -

❏ 학생부종합 전형 서류평가 안내

1. 서류평가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2. 서류평가 방법 :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독립적으로 참여, 평가하는 방식

  ※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을 통해, 수험생의 개인 식별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기재 금지

     사항 및 학교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서류평가 실시

3. 서류평가 요소 및 세부 항목, 반영비율  

  ※ 서류평가는 위의 평가요소 등을 기반으로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종합적 평가(holistic approach)로 진행함

4.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세부 항목 주요 평가 관점

학업역량 

(30%)

◦ 학업성취도

◦ 학업태도와 의지

◦ 전체적인 교과 관련 성취수준 및 추이

◦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열정

◦ 교과 관련 탐구활동의 참여 및 성취, 지식의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35%) 

◦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의 성취도

◦ 지원 전공 관련 교과/비교과 활동 

◦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과정 및 성취

◦ 지원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20%)  

◦ 창의적 문제해결력

◦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적극적 노력과 경험

◦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

◦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나타난 주도적 태도

◦ 공동체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

◦ 다양한 활동의 참여도 및 꾸준한 활동과 성취 경험

인성 

(15%)    

◦ 성실성 및 규칙준수

◦ 나눔과 배려 및 도덕성

◦ 출결상황,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규칙 및 기본 의무 

준수 정도

◦ 봉사활동, 협업 등의 경험을 통한 공동체 기여 정도

◦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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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평가 안내

1. 면접평가 대상자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학생부종

합(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 중 서류평가 합격자

2. 면접평가 방법

 가. 일반 면접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학생부종합(고른기회 전형), 학생

부종합(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학생부종합(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면접시간 및 진행방법]

     

   ① 면접준비 : 없음

   ② 면접

      - 지원자 1인을 다수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일대다 면접’ 으로서 9분 내외 소요

   - 서류평가와 연계된 질의응답을 통해 제출서류의 진실성 확인 및 지원자의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의사소통능력, 인성 평가

 나. 제시문 기반 면접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형)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면접시간 및 진행방법] 

     

   ① 면접준비 : 전공적합성 관련 발표자료 작성(40분)

      - 대학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연필을 이용하여 작성

      - 발표주제는 면접 당일 제시

② 면접

      - 방  식 : 지원자 1인을 다수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일대다 면접’ 으로서 9분 내외 소요

      - 지원자 : 면접 준비시간 동안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3~5분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자 : 지원자의 발표내용 및 서류평가 연계 질의응답을 통해 제출서류의 진실성 확인 및 지원자의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능력, 인성 평가

    ※ 면접준비 시간에 작성하는 발표자료는 면접점수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음

   

학생부종합전형 블라인드 면접평가

￭ 수험생의 개인 식별 정보(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명)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로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면접장에  

서 이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교복 착용 금지

  -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등 수험생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발언 금지

  -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 신상 관련 발언 금지

  ※ 발언 금지사항 위반 시, 학생부종합사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면접평가점수 0점 또는 감점 처리됨

￭ 면접장 내 감독관을 배치하고 전 과정을 녹취·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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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평가 요소 및 세부 항목, 반영비율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세부 항목 주요 평가 관점

전공적합성(40%)
지원전공 관련 기본소양 및 

관심, 열정, 태도

기초 전공소양, 지원동기, 진로계획, 

전공 관련 활동 및 실적(양적, 질적)

발전가능성(35%) 종합적 사고력 및 성장가능성 문제해결능력, 독창성, 학업의지,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의사소통능력 및

인성(25%)    

의사소통 및 전달능력, 

공동체적 가치관 및 진실성

질문의 이해도, 표현력, 시간 활용 능력

정직과 성실성, 면접 태도

4. 면접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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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논술우수자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6

국제학부 24

역사학과 4

교육학과 6

사회과학
행정학과 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

경영경제
경영학부 21

경제학과 7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21

              법학부 13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6

물리천문학과 9

화학과 6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17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3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26

정보보호학과 6

소프트웨어학과 12

데이터사이언스학과 8

지능기전공학부 30

공과

건축공학부 15

건설환경공학과 9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8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8

기계항공우주공학부 21

나노신소재공학과 15

양자원자력공학과 4

소계 338

2.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나), 사회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가), 과학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인문계열 일괄합산 70% 30%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000

자연계열 일괄합산 70% 30% (국어, 영어, 수학, 과학)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나. 논술고사 세부내용

모집단위 유형 고사시간 출제 및 평가내용 비고

인문계열 통합교과형 120분

◦ 지문 제시형, 고교 교과서 지문 활용 및 다양한 시각

자료 출제 가능

◦ 지문을 논리적으로 이해, 분석 및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자연계열 수리논술 120분

◦ 고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단원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개념을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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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 논술고사 성적우수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③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인문계열 : 영어>국어>수학>사회>과학 순

         - 자연계열 : 수학>영어>과학>국어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고사장 발표 2020.12. 4(금)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논술고사

인문계열
2020.12.12(토) 10시 ~ 12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2020.12.12.(토) 15시 30분 ~ 17시 30분 (경영경제대학, 호텔관광대학)

자연계열
2020.12.13(일) 10시 ~ 12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0.12.13.(일) 15시 30분 ~ 17시 30분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최초합격자 발표 2020.12.27(일)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출력물 제출 불필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 이전 합격자

◦ 2020년 2회차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해당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외국고교 발행서류는 예외),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

의하기 바람

   마.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 홈페이지 

접속 - 검정고시 - 대입전형자료 화면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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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실기우수자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체능 예체능

무용과-한국무용 7

무용과-현대무용 7

무용과-발레 7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체능 예체능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10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0

소계 41

2.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실기고사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1단계 성적

무용과 일괄합산 90% 10% - 1,000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1단계 100% - - 400 6배수 선발

2단계 20% 40% 40% 1,000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단계 100% - - 200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에 대한 가산점 도입 : 반영방법은 57쪽 참고

   나. 실기고사

      1) 무용과

         가)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종목 배점 실기고사 내용

기본실기 450

응시자의 전공에 한하여 기본실기, 응용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함

1. 기본실기 : 본교에서 제작한 동영상 출제 동작을 실시함

※ 부전공 실기 없음 / 남・여 기본실기 구분하여 출제함

※ 실기고사 동영상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실기고사 동영상을 기준으로 변형 없이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감점사유가 됨)

※ 한국무용 기본실기 소품은 본교에서 제공함

※ 홀터넥 레오타드 착용금지(동영상의 시범자 의상과는 무관함)

2. 응용실기 : 응시자가 준비한 작품을 실시함

   - 한국무용 : 2분

   - 현대무용 : 2분

   - 발레 : 클래식 레파토리 중 선택, 시간제한 없음

응용실기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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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공별 의상 및 안내사항

구분 전공 남자 여자

의 상

한국무용
상의 : 흰색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바지, 슈즈 자유

상의 : 검정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분홍색 타이즈, 흰색 풀치마, 슈즈 자유

현대무용
상의 : 흰색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발목 타이즈

상의 : 검정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발목 타이즈

발레
상의 : 흰색 반팔 레오타드

하의 : 검정 타이즈, 흰색 양말, 흰색 슈즈

상의 : 검정 끈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분홍색 타이즈, 분홍색 토슈즈

안내사항

1. 분장이나 장식은 일절 금함

2. 소매 등 장식 없는 기본 레오타드를 착용하여야 함 (※홀터넥, 망사, 레이스, 벨벳 착용 불가함)

3. 흰색 풀치마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4. 머리모양

   ▪ 남자 : 단정히 빗어 고정시킴

   ▪ 여자 : 이마가 나오게 단정히 빗어 위로 올려야 함. 단, 짧은 머리의 경우는 검정 밴드나 검정 핀으로 고정시킴

  ※ 한국무용 응용실기 전통 및 발레만 소품사용 가능

5. 작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음악 제출 방법은 수험생 유의사항에 공지할 예정임

      2) 영화예술학과

         가)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

전공 종목 배점 유의사항

연출제작
1단계 스토리구성 400

• 제한시간 : 3시간

• 모집인원의 6배수 선발

2단계 발표 200 • 제한시간 : 5분 이내

연기예술

1단계

자유연기

200

• 제한시간 : 3분 이내

• 모집인원의 10배수 선발

• 1단계 성적은 2단계 대상자 선발 자료로만 활용함

• 연기발표를 위한 소품, 의상, 음악 등은 수험생이 준비하여야 함특기

2단계
즉흥상황연기 300 • 제한시간 : 3분 이내

• 연기발표를 위한 소품, 의상, 음악 등은 수험생이 준비하여야 함지정연기 300

        나) 종목별 실기고사 내용

전공 종목 실기고사 내용

연출제작
1단계 스토리구성

제시된 단어와 상황(사진, 그림, 글)을 사용하여 스토리 구성

 - 작품의도, 인물설정, 줄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글씨를 크고 바르게 작성

2단계 발표 제시된 문제(스토리 구성의 의도나 내용)에 대해 발표 및 질의 응답

연기예술

1단계
자유연기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한 작품과 장면 연기

(국내·외 희곡 작품 중 수험생 본인이 자유롭게 발췌)

특기 춤, 보컬(뮤지컬넘버), 아크로바틱, 움직임, 악기연주 등의 연기와 관련된 특기

2단계

즉흥상황연기
시험 당일 제시하는 장면연기

▪ 즉흥상황연기를 위한 상황과 대사는 당일 배포

지정연기

아래 작품에서 역할과 장면을 선택하여 연기

▪ 테네시 윌리엄스 <뜨거운 양철 지붕위의 고양이>, 유진 오닐 <밤으로의 긴 여로>,      

  에우리피데스 <메데이아>

※ 실기고사 당일 하이힐과 구두착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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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➀ 실기고사 성적우수자

       ②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우수자

       ③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④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영어>국어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고사장 

발표

영화예술학과 

- 연기예술 1단계
2020.10. 5(월)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영화예술학과

- 연출제작 1단계, 

무용과

2020.10.15(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실기고사

무용과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2020.11. 6(금) ~ 11. 8(일)

영화예술학과(1단계)

연출제작 2020.10.24(토) 10시

연기예술 2020.10.13(화) ~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1.11(수) 17시 이후 예정

영화예술학과(2단계)
연출제작 2020.11.18(수)

연기예술 2020.11.17(화)

최초합격자 발표 2020.11.27(금) 17시 이후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부득이 실기고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졸업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대입전형자료 출력물 제출 불필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 이전 합격자

◦ 2020년 2회차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해당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나. 추가서류

   다.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 또는 제출

   라.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외국고교 발행서류는 예외),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

의하기 바람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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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예체능특기자 전형) [정원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체능 예체능

체육학과-골프 2

체육학과-태권도 

(겨루기-남)
2

체육학과-태권도 

(겨루기-여)
2

체육학과-축구(남) 2

체육학과-리듬체조(여) 3

체육학과-에어로빅체조 2

체육학과-승마 

(장애물)
1

체육학과-승마 

(마장마술)
1

체육학과-사격(소총) 1

체육학과-스쿼시 1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체능 예체능

무용과-한국무용 5

무용과-현대무용 5

무용과-발레 5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2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2

소계 36

2. 지원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특기분야별 지원자격 

해당자

특기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체육학과

• 골프

• 태권도(남)

• 태권도(여)

• 축구(남)

• 리듬체조(여)

• 에어로빅체조

• 승마

• 사격

• 스쿼시

17

(2)

(2)

(2)

(2)

(3)

(2)

(2)

(1)

(1)

1. 축구 : 고교 재학 중 전국・국제 규모 대회에서 8강(단, 입상대회에서 소속팀 총 경기

시간의 80% 이상을 출전한자에 한함)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이거나 2020년 대한

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대회에서 소속팀 총 경기 시간의 80% 이상을 출전한 자

2. 골프, 태권도,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승마, 사격, 스쿼시 : 2018년 3월 1일 이후 다

음 사항 해당자

-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경력자 (골프의 경우 KPGA, KLPGA 회원은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에 준함)

-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 전국대회 규모는 전문체육 분야에 한함

※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별 경기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태권도의 경우 겨루기에 한함(태권체조, 품새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사격의 경우 소총에 한함

※ 승마의 경우 장애물(1명), 마장마술(1명)로 한함

무용과

•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15

(5)

(5)

(5)

2020년 3월 1일 이후 아래 대회 입상자

1.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고등부 고학년에 한함)

- 세종무용콩쿠르(본교 주최)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 동아무용콩쿠르(동아일보사 주최) :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창작부문만 지원가능)

-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한국발레재단 주최) : 발레

- 한국현대무용콩쿠르(한국현대무용협회 주최) : 현대무용

- 한국무용협회콩쿠르(한국무용협회 주최) : 한국무용

- 서울국제무용콩쿠르(서울국제문화교류회 주최) : 현대무용, 발레

-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한국무용협회 주최) : 현대무용

-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AGP) : 발레

2. Prize Winners 수상자, 파이널리스트

-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콩쿠르(Prix de Lausanne) : 발레



- 44 -

특기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2

2018년 3월 1일 이후 아래 대회 해당자

가. 수상(상영)작은 영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에 한함 

   국내ㆍ외 영화제 또는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시나리오 창작대회에서 최고

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자(연출에 한함).

   단,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의 경우 본선 상영작도 해당됨(그러나 위의 영화제와 관련하여 영

화제가 주관하여 진행된 워크샵에서 제작된 영화는 해당되지 않음)

나. 장편 극영화(극장개봉작, 예술전용관 포함) 연출, 프로듀서, 시나리오, 촬영, 조

명, 편집, 음향, 미술 부문별 감독(연출, 촬영의 경우 제1조감독 포함)

  ※ 극장개봉은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 개봉한 작품만 인정

연기예술 2

2018년 3월 1일 이후 아래 대회 중 연기부문 개인 수상자  또는 아래  출연 경력자

가. 영화ㆍ방송

 -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해외국제영화제, 청룡영화제, 춘사영화제, 대한민국영화대

상(문화방송주최),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최소 10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만 인정)

 -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의 연기대상

 - TV 단막극 주ㆍ조연(60분 이상의 단막극)

 - TV 연속극 주ㆍ조연(2회 이상 출연, 미니시리즈 포함)

 - 영화 주ㆍ조연(극장 개봉작만 인정)

나. 연극ㆍ뮤지컬

 - 해외 국제연극제, 전국청소년연극제(한국연극협회 주최), 한국뮤지컬대상(스포츠

조선 주최), 전국연극제(한국연극협회 주최), 서울연극제(서울연극협회 주최), 서

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개최 국제연극제(최소 5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만 인정), 한

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 주최 연기콘테스트, 세종 액팅 베스트원(연기 콘테스

트)

 - 공연전문극장 공연작(연극, 뮤지컬) 주ㆍ조연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모집단위 사정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입상실적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실기고사 면접고사

체육학과

골프, 태권도, 축구,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스쿼시

일괄합산 20% 20% 60% - 1,000

승마, 사격 일괄합산 80% 20% - - 1,000

무용과 일괄합산 70% 10% 20% - 1,000

영화예술

학과

연출제작 일괄합산 60% 20% - 20% 1,000

연기예술 일괄합산 40% 10% 50% - 1,000

※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은 56쪽 참고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에 대한 가산점 도입 : 반영방법은 57쪽 참고

※ 입상실적 심사기준표 및 체육학과 실기고사 채점기준표는 48~55쪽 참조

   나. 면접고사

모집단위 배점 면접형식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200
￭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면접시간 : 5분 내외)

￭ 지원자의 인성, 사고력 및 대학 수학에 필요한 전공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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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기고사

      ① 체육학과

전공 배점 평가항목 비고

골프 600
▪ 동작별 평가 : 셋업, 테이크백,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

▪ 응용기술 : 드라이버, 아이언, 어프로치, 퍼터

드라이버, 아이언 샷은 

드로우, 페이드 샷 평가

태권도(남) 600

▪ 기본발차기 : 앞차기, 옆차기, 앞돌려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 미트겨루기 : 30초

▪ 겨루기 : 1분

-

태권도(여) 600

▪ 기본발차기 : 앞차기, 옆차기, 앞돌려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 미트겨루기 : 30초

▪ 겨루기 : 1분

-

축구(남) 600

▪ 체력 : 40m 스피드 달리기, 20m 왕복달리기(20m×10회 왕복달리기)

▪ 응용기술 : 크로스, 슈팅, 헤딩

▪ 전술응용능력 : 포지션 별 전술운용 & 미니게임

골키퍼의 경우 응용기술과 

전술응용능력은 개별 평가

리듬체조(여) 600
▪ 경기력 : 후프, 공, 곤봉, 리본 4종목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택된 

2종목을 연기
-

에어로빅체조 600 ▪ 경기력 : 자신이 구성한 작품 발표 -

스쿼시 600
▪ 기본동작 : 발리, 보스트

▪ 경기력 : 미니게임
-

※ 각 전공에 맞는 복장 및 장비는 각자 지참해야 함(학교명, 학원명, 지자체명 및 태극마크가 표기된 체육복 착용금지)

※ 각 전공별로 상기 평가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실기고사 평가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② 무용과

전 공 실기형식 배 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콩쿨 수상작품 200
  

구분 전 공 남 자 여 자

의상

한국무용
상의 : 흰색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바지, 슈즈 자유

상의 : 검정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분홍색 타이즈, 흰색 풀치마, 슈즈 자유

현대무용
상의 : 흰색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발목 타이즈

상의 : 검정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검정 발목 타이즈

발레
상의 : 흰색 반팔 레오타드
하의 : 검정 타이즈, 흰색 양말, 흰색 슈즈

상의 : 검정 끈 민소매 레오타드
하의 : 분홍색 타이즈, 분홍색 토슈즈

안내사항

1. 분장이나 장식은 일절 금함
2. 소매 등 장식 없는 기본 레오타드를 착용하여야 함 (※ 홀터넥, 망사, 레이스, 벨벳 착용 불가함)
3. 흰색 풀치마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4. 머리모양
   ▪ 남자 : 단정히 빗어 고정시킴
   ▪ 여자 : 이마가 나오게 단정히 빗어 위로 올려야 함. 단, 짧은 머리의 경우는 검정 밴드나 검정 핀으로 고정시킴
※ 한국무용 응용실기 전통 및 발레만 소품 사용 가능

 

      ③ 영화예술학과

전공 배점 종목 비고

연기예술 500 자유연기
• 수험생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작품과 장면을 연기

• 제한시간 :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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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체육특기자 전공 중 골프, 태권도, 축구,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스쿼시 종목은 해당 실기고사 

       성적이 300점(600점 만점 기준) 미만일 경우 선발하지 않음. 승마, 사격 종목은 입상실적 성적이 400점(800점 만점

       기준) 미만일 경우 선발하지 않음

   나.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 입상실적 우수자 ② 실기고사(면접고사) 성적우수자  ③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우수자

       ④ 학교생활기록부 전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별 이수단위의 합이 많은 자 : 영어>국어 순

5.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0. 9.25(금) 10시 ~ 9.28(월) 17시

서류제출 2020. 9.25(금) 10시 ~ 9.29(화) 17시 

고사장 발표 2020.10.15(목) 17시 이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실기고사

체육학과 2020.11. 3(화)

무용과 2020.11. 6(금) ~ 11. 8(일)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2020.11.17(화)

면접고사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2020.11. 7(토)

최초합격자 발표 2020.11.27(금) 17시 이후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 확인)

6. 제출서류

   가. 학력 관련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제출 불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5년 2월(2월 포함)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 대입전형자료 출력물 제출 불필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 이전 합격자

◦ 2020년 2회차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해당국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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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적 관련 필수서류

대상자 구분 서류명 비고

체육학과

 경기실적증명서 1부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경기실적

  증명서를 제출

◦ 경기실적증명서에는 대회명, 대회일시, 응모자수, 수상등급이나 순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단, 축구 및 프로골퍼 지원자는 각각 대한축구협회(KFA)와 한국

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서 발급받은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

 경기출전증명서 1부 ◦ 축구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리그실적증명서 1부 ◦ 축구 지원자 중 리그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제출

 단증 사본 1부 ◦ 태권도 지원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원본 대조필한 단증 사본을 제출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 경력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협회 회원증명서 1부 ◦ 골프 지원자에 한하여 KPGA, KLPGA 협회 회원증명서 제출

무용과

 상장 사본 1부 ◦ 본교 주최 경시대회 수상자에 한하여 제출

 수상실적 증명서 1부

◦ 대회 주관(주최)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함

  ※ 필요 시 본교 수상실적증명서 양식도 사용 가능

◦ 대회명, 대회일시, 응모자수, 수상등급이나 순위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본교 주최 경시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상장 사본 1부 ◦ 본교 주최 경시대회 수상자에 한하여 제출

 수상실적 증명서 1부

◦ 대회 주관(주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함

  ※ 필요 시 본교 수상실적증명서 양식도 사용 가능

◦ 대회명, 대회일시, 응모자수, 수상등급이나 순위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본교 주최 경시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상장 사본 1부 ◦ 본교 주최 경시대회 수상자에 한하여 제출

 수상실적 증명서 1부

◦ 대회 주관(주최)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함

  ※ 필요 시 본교 수상실적증명서 양식도 사용 가능

◦ 대회명, 대회일시, 응모자수, 수상등급이나 순위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본교 주최 경시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연기전공 실적조서 1부

◦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실적증빙물은 서류와 작품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품은 반드시 

  Film 또는 Digital로 제작된 작품을 제출해야 함

 ※ 실적 관련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실적 평가가 불가한 경우 사정에서 제외됨.

   다. 추가서류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토/일/공휴일은 제외)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마. 모든 제출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외국고교 발행서류는 예외), 특이자로서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

의하기 바람

   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 홈페이지 접속 - 검정 

고시 - 대입전형자료 화면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 제출서류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자
주민등록초본 1부

(변경내역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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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예체능특기자 전형 입상실적 심사기준표

1. 체육학과

  가-1. 입상 실적심사 - 축구, 골프, 태권도,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스쿼시 : 선수경력(150점) + 경기실적(50점)

  

구  분 등  급 성 적 비  고

선수

경력

축구

국가대표 150
※ 축구의 선수경력 평가는 경기 출전 횟수 및

     출전 시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됨

     (1년 동안의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 리그

     경기를 기준으로 함)

※ 골프의 경우 KPGA·KLPGA 회원은 입회연도와

    무관하게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으로 인정

※ 연도별 선수경력 점수등급(전 종목 동일 적용)

     1. 최근 1년 이내 : 100%

       (2020년 1월 1일 ~ 원서접수 마감일)

     2. 최근 2년 이내 : 90%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최근 3년 이내 : 80%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U19 청소년대표 125

U17 청소년대표 115

소속팀

경기참가 

출전시간

비율

90% 이상 ~ 110

85% 이상 ~ 

90%미만
105

80% 이상 ~ 

85%미만
100

골프

태권도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스쿼시

국가대표 150

국가대표 상비군 135

국내 대회 입상자

A급  1위:120  2위:110  3위:100

B급  1위:90  2위:80  3위:70

C급  1위:40  2위:30  3위:20

경기실적

국제대회

1위 45 ※ 올림픽게임 출전은 국제대회 1위에 해당하는

   경기실적으로 평가함

 

※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대회만을 

그 대상으로 간주함

2위 40

3위 35

국제대회 출전 가산점 5 ※ 가산점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국내대회

1위 30
※ 대회 등급별로 채점

    (A급 : 100%, B급 : 80%, C급 : 50%)

  

※ 연도별 경기실적 점수등급(전 종목 동일 적용)

     1. 최근 1년 이내 : 100%

       (2020년 1월 1일 ~ 원서접수 마감일)

     2. 최근 2년 이내 : 90%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최근 3년 이내 : 80%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별첨]종목별 대회 등급표

2위 25

3위 20

축구대회 8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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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2. 입상 실적심사 – 승마, 사격 : 선수경력(600점) + 경기실적(200점)

  

구  분 등  급 성 적 비  고

선수경력

국가대표 600  ※ 연도별 선수경력 점수등급

    1. 최근 1년 이내 : 100%

       (2020년 1월 1일 ~ 원서접수 마감일)

     2. 최근 2년 이내 : 90%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최근 3년 이내 : 80%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선수경력 산정시 국내대회 입상은 최대 3개 

대회까지의 입상 성적 점수를 합산 반영함

국내 대회 입상자

A급  1위:120  2위:110  3위:100

B급  1위:90  2위:80  3위:70

C급  1위:40  2위:30  3위:20

경기실적

국제대회

1위 195
※ 올림픽게임 출전은 국제대회 1위에 해당하는 경기실적으로 평가함

※ 국제대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대회만을 대상으로 간주함

2위 185

3위 175

국제대회 출전 가산점 5 ※ 가산점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함

국내대회

1위 120

※ 대회 등급별로 채점

   (A급 : 100%, B급 : 80%, C급 : 50%)

※ 연도별 경기실적 점수등급

     1. 최근 1년 이내 : 100%

       (2020년 1월 1일 ~ 원서접수 마감일)

     2. 최근 2년 이내 : 90%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 최근 3년 이내 : 80%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별첨]종목별 대회 등급표

2위 100

3위 80

  
  ※ 선수경력 및 경기실적은 대회별 평가점수 중 최고의 실적 1개 대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단, 대회 등급과 연도별 

시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선수경력 및 경기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한다

  ※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 - 각 해당 경기 협회 또는 연맹이 발행하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경력증명서와 국

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의 경기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한다. 또한, 해당 경력은 그 기간

이 연도별 6개월(180일)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축구 종목을 제외한 단체전(팀경기)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은 해당 선수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전국규모대회 - 대한체육회 및 각 경기 단체나 연맹이 인정하며 또한 특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대회(전문체

육분야)의 경기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한다.

  ※ 축구 선수경력 및 경기실적 평가 – 해당 대회에서 최소 80% 이상의 경기 출전 횟수 및 출전 시간이 담보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축구 선수경력 평가 – 소속팀 경기참가 출전시간 비율 평가 시, 소수점 이하 점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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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 종목별 전국대회 등급표 - 축구, 골프, 태권도, 리듬체조, 에어로빅체조, 스쿼시, 사격

  

종 목 등 급 인 정 대 회 주 최 기 관

축 구

A 전국고교축구리그왕중왕전 대한축구협회

B

춘계남여중고축구연맹전 대한축구협회

추계남여중고축구연맹전 대한축구협회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골  프
A KPGA, KLPGA 주관 1부 투어 KPGA, KLPGA

B KPGA, KLPGA 주관 2부 투어 KPGA, KLPGA

태권도

A 국가대표최종선수선발대회 대한태권도협회

B
국가대표예선선수선발대회 대한태권도협회

청소년국가대표최종선발대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리듬체조
A KBS배전국리듬체조대회 대한체조협회

B 회장배전국리듬체조대회 대한체조협회

에어로빅체조 A 전국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개인전) 대한에어로빅협회

스쿼시
A 대한체육회장배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대한스쿼시연맹

B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사격

A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학생사격대회 대한사격연맹

B
회장기전국사격대회 대한사격연맹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

  나-2. 종목별 전국대회 등급표 - 승마

  

종목 등급
인 정 대 회

주 최 기 관
장애물 / 마장마술 대회명

승 마

A

S3 STAR CLASS

S2 STAR CLASS

S1 STAR CLASS 대통령기전국승마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전국승마대회
대한승마협회

B
A CLASS

B CLASS

  ※ 위의 등급표에 기재되지 못한 대회는 모두 전국규모대회 개인전에 대해서만 C급대회로 인정한다. 

     단,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회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위의 등급표에 기재되지 못한 축구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대회만을 C급 대회로 인정한다. 단,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회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위의 등급표에 기재된 종목 중 태권도는 겨루기에 한하여 입상실적을 인정한다.

  ※ 개인종목의 경우 단체입상 실적(팀경기 포함)은 제외하며 개인 입상실적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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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과

  

대 회 명 주 최 등 급 성 적 비 고

세종무용콩쿨 세종대학교

한국무용창작

대 상 700

금 상 500

은 상 350

한국무용전통

대 상 600

금 상 450

은 상 250

한국무용신전통

대 상 600

금 상 450

은 상 250

현대무용창작

대 상 700

금 상 550

은 상 400

현대무용규정

대 상 650

금 상 500

은 상 350

발레클래식

대 상 700

금 상 500

은 상 350

동아무용콩쿨 동아일보사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금 상 700

은 상 500

동 상 350

코리아국제발레콩쿨 한국발레재단 발레

금 상 700

은 상 350

동 상 100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한국무용협회 현대무용

금 상 700

은 상 500

동 상 350

서울국제무용콩쿨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현대무용

발레

금 상 700

은 상 500

동 상 350

현대무용콩쿨 현대무용협회
현대무용

금 상 250

은 상 200

동 상 150

한국무용협회콩쿨 한국무용협회 한국무용

금 상 250

은 상 200

동 상 150

유스아메리카그랑프리 YAGP 발레

1위 700

2위 650

3위 600

스위스로잔국제발레콩쿠르 Prix de Lausanne 발레

Prize Winners 

수상자
700

Prize Winners 

파이널리스트
650

  ※ 입상실적이 다수인 경우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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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예술학과

   가. 연출ㆍ제작 특기자

     1) 영화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수상 관련

  

분야 대회명 주  최 등  급 성 적 비 고

연출

․
제작

A급 영화제(개인)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본선상영작 600

A급 영화제(단체)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본선상영작 400

B급 영화제(개인)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1위 500

2위 400

3위 250

B급 영화제(단체)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1위 200

2위 150

3위 100

C급 영화제(개인)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1위 150

2위 100

3위 50

C급 영화제(단체) 각 영화제 조직위원회

1위 100

2위 50

3위 30

세종시나리오 창작대회 세종대학교

1위 600

2위 500

3위 350

국내 4년제 대학 시나리오 대회 각 대학교

1위 300

2위 200

3위 100

  ※ A급 영화제 : 국내(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 미장센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여성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 국외(칸, 오버하우젠, 끌레르몽-페랑, 아카데미, 베니스, 선댄스, 토론토, 베를린, 탐페레)

  ※ B급 영화제 : 국내(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대한민국청소년 미디어대전, 한국청소년영화제, 

                  대종상단편영화제, 청소년영상페스티벌), 국외(A급 영화제 외 해외 영화제)

  ※ C급 영화제 : 기타 국내영화제

     2) 현장경력관련

  

분야 경력분야 등  급 성 적 비 고

연출

․
제작

연출
감독 600

제1 조감독 400

촬영, 조명, 편집, 음향,

프로듀서, 미술

부문별 감독 550

제1 조수 300

시나리오
저자 550  공동저술의 경우

 1/인원수로 

배점한다.각색 300

  ※ 작품은 반드시 개봉관(예술영화전용관 포함)에서 상영한 장편극영화이어야 하며 다큐멘터리는 제외한다.

  ※ 장편극영화의 제1 조감독과 제1 조수(촬영, 조명, 음향, 편집, 프로듀서)는 영화제작현장의 

     사실상 실무책임자로서 현장경력자로 인정한다.

  ※ 촬영, 조명, 음향, 편집, 프로듀서 부문에서 제1 조감독을 제1 조수라 칭한다.

  ※ 수상 실적과 현장경력 중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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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기예술 특기자 

  

분야 대회명 주  최 등  급 성  적 비 고

연기예술

수상실적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춘사영화제,

해외국제영화제,

국내개최국제영화제

주연상 400

신인상/조연상 150

청룡영화상,

한국뮤지컬대상
스포츠조선

주연상 400

신인상/조연상 150

대한민국영화대상 문화방송
주연상 400

신인상/조연상 150

한국방송연기대상 KBS
대상 400

조연상/신인상 150

문화방송연기대상(MBC),

서울방송연기대상(SBS),

해외국제연극제

최우수연기상 400

우수연기상 150

전국청소년연극제 한국연극협회

최우수연기상 150

우수연기상 50

서울지부예선 최우수연기상 50

전국연극제,

서울공연예술제
한국연극협회

최우수연기상 400

우수연기상 150

서울연극제 서울연극협회
최우수연기상 400

우수연기상 150

국내개최국제연극제
최우수연기상 300

우수연기상 100

교수협의회연기콘테스트

한국대학 

연극학과 

교수협의회

최우수연기상 150

우수연기상 50

세종 액팅 베스트원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대상 300

금상 200

은상 100

동상 50

출연경력

영화 극장개봉작
주연 200

조연 100

TV

미니시리즈

연속극

주연 200

조연 100

단막극
주연 100

조연 50

연극, 뮤지컬
주연 200

조연 100

  ※ 출연경력 성적은 최근 3년간 작품의 지명도에 따른 대표작 2작품만 인정하며 점수의 합이 400점이 넘을 경우 400점 

인정

  ※ 수상실적 성적은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

  ※ 해외국제영화제 : 4대 국제영화제(칸느, 베니스, 베를린,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및 그 밖의 국제영화제

  ※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 : 최소 10개국 참가하는 규모의 영화제

  ※ 국내 개최 국제연극제 : 최소 5개국 참가하는 규모의 연극제

  ※ 수상실적과 출연경력 성적의 총합이 400점을 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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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예체능특기자 전형 체육학과 실기고사 채점기준표

1. 축구

 1) 체력

  가. 40m 스피드 달리기 

단위(등) 1~3 4~6 7~9 10~12 13~15 16~18

점 수 50 46 42 38 34 28

단위(등) 19~21 22~24 25~27 28~30 31~

점 수 24 20 16 11 5

  나. 20m 왕복 달리기

단위(등) 1~3 4~6 7~9 10~12 13~15 16~18

점 수 50 46 42 38 34 28

단위(등) 19~21 22~24 25~27 28~30 31~

점 수 24 20 16 11 5

 2) 응용기술

  가. 크로스

단위(등급) A B C

점 수 60~45 40~25 20~15

  나. 슈   팅

단위(등급) A B C

점 수 80~65 60~40 35~25

  다. 헤   딩

단위(등급) A B C

점 수 60~45 40~25 20~15

 3) 전술운용능력

  가. 포지션별 전술운용능력 및 미니게임

단위(등급) A B C

점 수 300~220 200~120 100~90

2. 골프

 1) 동작별 평가

단위(등급) 평가항목 평가 항목 A B C

점 수

셋업 그립, 어드레스, aiming 60~40 38~20 18~2

테이크백 테이크백 순서, 클럽이동방향 60~40 38~20 18~2

백스윙 회전반경, 손의 위치, coiling 60~40 38~20 18~2

임팩트 손목각도, 체중이동, 하체움직임 60~40 38~20 18~2

팔로우,피니시 안정된 자세 유지 60~40 38~20 18~2

합 계 300

 2) 응용기술 심사

단위(등급) 평가항목 평가 항목 A B C

점 수

드라이버 비거리, 페어웨이 적중률 75~50 48~20 18~2

아이언 클럽별 거리 구분, 정확성 75~50 48~20 18~2

어프로치 피치샷, 칩샷 평가 75~50 48~20 18~2

퍼터 거리감, 방향성 75~50 48~20 18~2

합 계 300



- 55 -

3. 리듬체조

 1) 경기력 심사 (작품구성) : 후프, 공, 곤봉, 리본 중 무작위 추첨

  가. 작품 (1)

단위(등급) A B C

점 수 300~220 200~120 100~90

  나. 작품 (2)

단위(등급) A B C

점 수 300~220 200~120 100~90

4. 태권도

 1) 기본동작 심사

  가. 기본 발차기(앞차기, 옆차기, 앞돌려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단위(등급) 평가 A B C

점 수
정확성 80~60 58~30 28~2

적절성 80~60 58~30 28~2

  나. 미트 겨루기

단위(등급) 평가 A B C

점 수
정확성 80~60 58~30 28~2

적절성 80~60 58~30 28~2

 2) 경기력 심사(겨루기)

단위(등급) 평가 A B C

점 수
대응성 140~110 108~50 48~2

운영성 140~110 108~50 48~2

 ※ 기본 발차기 : 앞으로 나오면서 좌, 우 1회씩, 내려차기와 후려차기 제외

 ※ 미트 겨루기 : 미트의 위치에 따라 기본발차기(내려차기,후려차기 포함)와 나래차기, 돌개차기를 이용,구성

 ※ 정확성 : 발차기 자세의 정확성

 ※ 적절성 : 미트겨루기시의 기본발차기, 응용발차기(나래, 돌개 차기) 구성의 적절성

 ※ 대응성 : 상대 동작에 대한 대응(상황별 판단) 능력

 ※ 운영성 : 겨루기(경기)에 대한 전반적 운영 능력

5. 에어로빅체조

 1) 경기력 심사 (작품)

단위(등급) 평가 A B C D

점 수
기본동작 200~150 148~100 98~50 48~2

작품성 400~300 298~200 198~100 98~2

6. 스쿼시

 1) 기본동작 심사

  가. 발리

단위(등급) 평가 A B C

점 수
정확성 50~40 38~20 18~2

연속성 50~40 38~20 18~2

  나. 보스트

단위(등급) 평가 A B C

점 수
정확성 50~40 38~20 18~2

연속성 50~40 38~20 18~2

 2) 경기력 심사 (미니게임)

단위(등급) A B C D

점 수 400~300 298~200 198~100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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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반영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지표

계열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없음

(전학년 평균)
교과성적 100%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함

※ 영어교과는 영어, 외국어(영어) 교과만 인정함

2. 교과성적 반영방법

   가. 점수산출 방법

등급별 변환 

점수표

석차등급 

변환점수 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1000 990 980 950 900 700 500 300 0

반영점수 

산출방법

교과별 

이수단위 합
교과 ∑반영교과목이수단위      ※ ex) 국어 국어이수단위합 

교과별 

석차등급 

변환점수 평균

교과 교과
∑반영교과목석차등급변환점수×반영교과목이수단위

×보정계수
보정계수min×교과 ※‘×교과’와 ‘1’ 중 작은 값

변환점수 

평균

변환점수평균∑교과
∑교과×교과

 

※ [(교과별 석차등급 변환점수 평균 × 교과별 이수단위합)의 합] ÷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

학생부

반영점수
학생부반영점수변환점수평균×

학생부교과반영총점

※ 석차등급별 차등점수 부여(1,000점 기준), 반영교과목 이수단위별 보정계수 적용(교과별 15단위 미만 이수 시 감점)

※ 교과 교과의 교과는 국어교과, 영어교과, 수학교과 또는 탐구교과영역을 의미함, 

   인문계열은 사회교과와 과학교과 모두 탐구교과영역에 반영, 자연계열은 과학교과만 탐구교과영역에 반영

※ 모든 점수(석차등급 평균 및 반영점수)는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여덟째 자리까지 사용함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등급 항목이 없는 경우 반영석차등급 산출방법

과목별 석차비율(%)  [{석차 + (동점자 - 1) ÷  2} ÷  재적수] ×  100

과목별 석차등급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비율
4%

이하

11%

이하

23%

이하

40%

이하

60%

이하

77%

이하

89%

이하

96%

이하

100% 

이하

※ 상기 방법으로도 석차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반영석차등급 산출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다. 전형별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점수 예시표

전형
교과성적

반영비율

[전학년] 석차등급 평균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부우수자/농어촌학생/항공시스템공학 100% 1,000 990 980 950 900 700 500 300 0

국방시스템공학 80% 800 792 784 760 720 560 400 240 0

실기우수자(연출제작, 연기예술) 40% 400 396 392 380 360 280 200 120 0

논술우수자 30% 300 297 294 285 270 210 150 90 0

예체능특기자(무용과,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제외) 20% 200 198 196 190 180 140 100 60 0

실기우수자(무용과),

예체능특기자(무용과,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0% 100 99 98 95 90 70 50 30 0 

※ 교과별 15단위 이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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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내신 대상자의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  반영방법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 또는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지원자의     

논술고사 성적(7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함

 

논술점수
700
~

672 이상

672 미만 
~

623 이상

623 미만 
~

539 이상

539 미만 
~

420 이상

420 미만 
~

280 이상

280 미만 
~

161 이상

161 미만 
~

77 이상

77 미만 
~

28 이상

28 미만
~
0

교과점수 300 297 294 285 270 210 150 90 0

실기

(실기우수자 전형, 

예체능특기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 또는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실기 또는 면접고사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함.

 ※ 단, 체육학과(승마, 사격)는 입상실적의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비교내신 성적 산출 공식 max  ÷× 

 

 A: 해당모집단위의 지원자 중 비교내신 대상자의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성적 순위

    ※ 실기(실기우수자 전형) 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 중의 본인 순위를 반영

 B: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수

    ※ 실기(실기우수자 전형) 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의 수를 반영

 C: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교과성적 반영점수 중 최고점수

 D: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교과성적 반영점수 중 최하점수

※ 그 외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의 비교내신 방영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4. 실기우수자 전형, 예체능특기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출결가산점

  가. 출결가산점 반영방법

고등학교 재학 중 총 

무단(사고) 결석일수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 이상

출결가산점 20 17.5 15 12.5 10 7.5 5 2.5 0

※ 출결 산출 불가자는 실기 또는 면접고사 성적을 출결가산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단, 체육학과(승마, 사격)는 입상실적 점수를 출결가산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 원서접수 마감 시점까지의 출결을 반영하며, 무단(사고) 결과 ‧ 지각 ‧ 조퇴는 3회당 1회 무단 결석으로 반영,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나. 비교내신 대상자의 출결가산점 반영방법

구분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자의 출결가산점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자는 지원자가 취득한 실기 또는 면접고사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함

※ 단, 체육학과(승마, 사격)는 입상실적의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출결가산점 산출 공식    ÷× 

A: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중 비교내신 대상자의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성적순위

   ※ 실기우수자전형 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 중의 본인 순위를 반영

B: 해당모집단위 지원자의 수

   ※ 실기우수자전형 영화예술학과의 경우 2단계 전형 대상자의 수를 반영

※ 상기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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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원자 유의사항

1.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은 제외)

   나.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함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실기우수자 전형, 예체능특기자 전형의 최종 추가합격자 발표를 제외한 추가합격자 발표 시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

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통하여 수험생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예

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다.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추가(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신청을 완료한 후, 추가(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마.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의 신입생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3. 선발기준

   가. 모든 전형요소는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여덟째 자리까지 사용함

   나. 최종성적 산출 후 동점자가 있을 시는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다. 입학 전형 성적이 다른 합격자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경우 본교 학기 개시일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입학을 취소함

       [단, 우리나라보다 졸업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1년 3월 말까지 졸업하여야 함]

   마.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바.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원칙에 따라 처리함

4. 장애 수험생에 대한 응시 편의 제공

   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본교에 통보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

하면 응시편의를 제공함

   나. 지정된 기한 내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5. 기타

   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2)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3) 문의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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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환불조건 및 절차

환불조건
이미 납입한 등록(예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포기(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환불함

환불절차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 등록포기 메뉴에서 등록포기(환불)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등록금 환불 입금

※ 자세한 절차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임

환불기간

및

유의사항

등록포기 신청기간 2020. 12. 28(월) 9시 ~ 2021. 1. 5(화) 16시 까지

등록예치금 환불기간 2020. 12. 31(목) ~ 2021. 1. 5(화) 10시 ~ 16시 (주말/공휴일 제외)

  본교에 등록 후 타 대학에 합격(추가합격 포함)하여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환불절차에 따라 등록포기 신청을 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2. 입학 이후 등록금 반환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나.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다.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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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전형료

1. 전형료

전형유형 구분 전형료  전형료 일부 환불 금액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 전 모집단위 35,000원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30,000원

학생부교과(국방시스템공학) 국방시스템공학과 35,000원

학생부교과(항공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과 35,000원

학생부종합(창의인재) 전 모집단위 85,000원 2단계 미선발자 20,000원 환불

학생부종합(고른기회)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면제

농어촌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40,000원  2단계 미선발자 10,000원 환불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 전 모집단위 면제

학생부종합(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 모집단위 면제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전 모집단위 85,000원 2단계 미선발자 20,000원 환불

논술(논술우수자) 전 모집단위 65,000원

실기(실기우수자)

무용과 65,000원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110,000원 2단계 미선발자 30,000원 환불

실기(예체능특기자)

무용과, 체육학과(승마, 사격 제외)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65,000원

체육학과(승마, 사격) 35,000원

 ※ 전형료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고른기회 전형(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제외), 서해5도학생 특별전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은 전형료(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포함)를 면제함

2. 전형료 환불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후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사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

          (단, 서류제출 기간[2020. 9.25(금) ~  9.29(화)]내에 ‘수험표’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환불금액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제외한 금액임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하지 않은 전형 지원자가 타 학교와 고사일이 중복되어 고사 응시가 불가능할 때는 마지막

         고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타대학 응시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①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1. 4.30(금)까지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②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③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라.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오류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람

    마.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전형의 응시자가 타 학교와의 전형일 중복,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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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안내(장학금, 기숙사, 학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1. 신입생 장학제도
   가. 세종인재양성 프로그램

      Sejong Honors Program(SHP)은 신입생 중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 수준 높은 심화교육과 각종 특전을

      제공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임   

□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 대학원 학업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

□ 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재정적 지원과 Sejong Honors Program(SHP)을 통해 세종글로벌 창의인재로 양성

□ 1:1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사·석사·박사 3+3 프로그램(학사 3년, 석·박사 3년) 이수 가능

□ 프로그램별 주요 지원내역

   나. 기타 장학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 장학제도 – 신입생 장학제도” 참조

 ※ Sejong Honors Program 매학기 이수조건: 직전학기 평점평균(GPA) 3.5이상 취득 및 일정 영어 성적 획득 등

    (SHP 이수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양휴머니티칼리지홈페이지(http://classic.sejong.ac.kr/) 참고)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비고

세종 대양 인재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건축학 전공인 경우는 5년간)

▪ 4년간 매년 학업장려금 4,800만원 지원(건축학 전공인 경우는 5년간)

▪ 자격요건 충족 시 교환학생 우선 선발 및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환학생 

학업장려금(기숙사비+항공료) 지원(최초 1회한)

▪ 졸업 후 본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 졸업 후 해외명문대학 대학원 진학 시 학업장려금 1억 5천만원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SHP

의무이수

 

글로벌 인재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건축학 전공인 경우는 5년간)

▪ 4년간 매년 학업장려금 3,000만원 지원(건축학 전공인 경우는 5년간)

▪ 자격요건 충족 시 교환학생 우선 선발 및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교환학생 

학업장려금(기숙사비+항공료) 지원(최초 1회한)

▪ 졸업 후 본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 졸업 후 해외명문대학 대학원 진학 시 학업장려금 1억원 지급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진학 시)

장학대상 장학명
지원내용

비고
학부 대학원 등 요건

입학성적

우수자

최우수인재 장학금

법학부 특별장학금

4년간 등록금 전액

(건축학전공 5년간)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수업연한 내 등록금 전액 지급

SHP

의무이수

우수인재 장학금
4년간 등록금 50%

(건축학전공 5년간)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수업연한 내 등록금 50% 지급

단과대학 우수인재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전액

학부 졸업 후 5년 이내

본교 일반 대학원 진학 시

입학학기(1학기) 등록금 지급

수시 학생부우수자

수석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전액

수시 학생부우수자전형의

모집단위별 반영총점 

최고득점자

예체능 

특기자
예체능 특기장학금

등급에 따라 4년 혹은 

1년간 등록금 전액
- -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

경영학과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30%
- -

글로벌조리학과 장학금
1년(1학년)간

등록금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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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안내
   가. 새날관 행복(공공)기숙사는 총 716명 규모의 기숙사로 침대, 책상, 욕실, 세탁실, 휴게실, 푸드코트, 편의점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2인 1실 형태로 운영

   나. 기숙사 홈페이지 (http://happydorm.sejong.ac.kr)를 통해 신입생은 1~2월 중 입사신청을 받으며, 거주기간은 4개월(학기), 

6개월(반기) 중 선택

   다. 공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로 건립되어 저렴하게 운영 

   라. 신청 가능지역은 우선선발 지역(※서울 제외) 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

   ☎ 관련문의 : 기숙사 생활지도실 02-3143-8200 ~ 8203

3. 학사 안내
   가. 전공선택

① 대 상 자 : 학부 입학자

②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③ 선발방법 : 신청지망순위 및 성적에 따라 선발

※ 2학년 1학기부터 배정된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나. 복수전공・부전공

① 신청자격 : 복수(부)전공 신청 희망자(일부 계약학과 및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소속 학생 제외) 

② 신청가능 복수(부)전공(학과) : 입학년도 모집단위 모든 전공(계약학과 및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제외)

③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④ 선발방법 : 복수(부)전공자 선발은 성적, 실기 전형(예체능학과) 등 학과 심사를 거쳐 선발

⑤ 이수시기 및 이수방법 : 선발 이후 학기부터 해당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적과 02-3408-3036 ~ 3038

   다. 연계융합전공

① 신청자격 : 연계융합전공 신청 희망자(일부 계약학과 및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소속 학생 제외) 

② 신청가능 전공

③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④ 선발방법 : 연계전공 선발은 복수전공과 유사함 

⑤ 이수시기 및 이수방법 : 선발 이후 학기부터 해당 연계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⑥ 기타 : 연계융합전공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시에 해당학기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할 것

      ※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안내(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참고

    라. 교직이수

① 신청자격 : 1학년 정규학기 33학점 이상 이수한 교직 설치학과 소속 신청 희망자

   - 교직설치학과(2020학년도 입학자 기준이며, 2021학년도 입학자는 교육부 승인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어국문, 영어영문, 일어일문, 역사, 교육, 행정, 경영, 경제, 호텔관광경영, 화학, 회화, 패션디자인, 음악, 

     체육, 무용, 영화예술

② 신청기간 : 1학년 2학기 말(예정) 

③ 선발인원 : 학과 정원의 10%이내(교육부 승인인원 이내)

        ※ 교직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은 2020학년도 기준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따라서 입학 후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수업-교직이수”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관련문의 : 교무처 교직과 02-3408-3429

연계전공 연락처 비고

AI융합 연계전공 02-6935-2728

융합창업 연계전공 02-3408-3998

에듀테크콘텐츠애널리틱스 융합전공 02-6935-2728

글로벌미디어소프트웨어 융합전공 02-3408-3887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융합전공 02-6935-2728

비즈니스애널리틱스 융합전공 02-6935-2564

창업금융 융합전공 02-6935-2564

스마트그린바이오텍 융합전공 02-6935-2728

뉴미디어퍼포먼스 융합전공 02-3408-3328

럭셔리브랜드디자인 융합전공 02-3408-3328

문화산업경영 융합전공 02-3408-3328

영상디자인 융합전공 02-3408-3328

소셜매니지먼트소프트웨어 융합전공 02-3408-3070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 융합전공 02-3408-4393

스마트투어리즘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02-6935-2490

북극프런티어시스템 융합전공 02-3408-3491

자율비행체 ICT 융합전공 02-3408-3333

예술융합컨텐츠 융합전공 02-6935-2728



- 63 -

   마. 전부(전과) : 재적 중인 학부(학과)에서 다른 학부(학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절차
① 모집인원 : 모집단위의 30% 이내(학기별 15% 이내)

   ※ 전출인원 제한 : 원소속 모집단위 인원의 30%(학기별 15%) 이내(전과 지원 시 대학성적순(평점평균))

② 지원제한

- 같은 학부 내의 타 전공으로의 지원 불가

- 타 학과에서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로의 전부(전과) 지원 불가

-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입학자, 글로벌조리학과 입학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입학자,

  국방시스템공학과 입학자, 항공시스템공학과 입학자, 계약학과, 편입학자는 지원 불가

③ 지원자격 : 2학기 이상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로 1학년 수료학점(3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④ 전형방법 : 대학성적 50%, 면접 50% (예체능대학은 실기시험 가능)

※ 전부(전과) 제도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안내”를 참고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적과 02-3408-3036 ~ 3038

   바. 휴학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징집,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② 휴학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적과 02-3408-3036 ~ 3038

   사. 기타사항

      국방시스템공학과,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재입학이 불가함(단, 6학기 이상 이수자는 재입학 가능)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가. 해외파견학생 프로그램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에 따라 본교의 학생을 상대교에 파견하고,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

   나. 프로그램 종류

① 교환학생: 본교 등록금 100% 납부, 상대교 등록금 전액 면제

   - 지역전문가: 본교 등록금 50% 납부(국제교류장학금 50% 감면), 상대교 등록금 전액 면제

   - Global Excellence Scholarship Program: 본교 등록금 전액 면제, 상대교 등록금 전액 면제, 200만원 생활비 

지원

 ② 방문학생: 본교 등록금 30% 납부(국제교류장학금 70% 감면), 상대교 등록금 100% 납부

 ③ 복수학위: 본교 등록금 30% 납부(국제교류장학금 70% 감면), 상대교 등록금 100% 납부, 상대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시 세종대와 상대교 학위 모두 취득

   다. 일정 및 준비방법

   

구분 봄학기 파견 가을학기 파견

지원시기 파견 직전년도 5월 중순 경 파견 직전년도 11월 중순 경

모집공고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국제교류 게시판

준비사항 ※ 지원 시 반드시 어학성적이 필요하므로 미리 어학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최저 

어학조건

• 미국 IBT 69, IELTS 6.0. TOEFL ITP 530

• 유럽 IBT 50, IELTS 4.5. TOEFL ITP 470, TOEIC 700

• 일본: 어학연수 과정은 어학성적이 없어도 지원가능하나 학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JLPT N2 이상 

필요

• 중국: 어학연수 과정은 어학성적이 없어도 지원가능하나 학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HSK Level 4 

이상 필요

• 기타 아시아 : IBT 50, IELTS 4.5. TOEFL ITP 470, TOEIC 600

※ 최저 어학조건은 대학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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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외 주요 자매교 (2020년 봄학기 파견기준)

 

국가 학교명 위치

미국 Angelo State University 중남부 텍사스주

미국 Auburn University 동남부 앨러배마주

미국 Augsburg College 중북부 미네소타주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서남부 캘리포니아주

미국 Ferrum College 동부 버지니아주

미국 Johnson & Wales University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미국 New Jersey City University 동부 뉴저지주

미국 San Diego State University 서남부 캘리포니아주

미국 Temple University 동부 펜실베니아주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하와이제도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중부 네브레스카주

미국 Slippery Rock University 동부 펜실베니아주

미국 Youngstown State University 동부 오하이오주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동남부 플로리다주

미국 University of Houston 중남부 텍사스주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중부 서스캐처원주

멕시코 Universidad Juarez del Estado de Durango 북부 듀란고

영국 Arts University of Bournemouth 남동부 도싯주 풀

노르웨이 Volda University 뫼레오그롬스달

독일 Augs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남부 바이에른주

독일 University of Bamberg 남부 바이에른주

독일 DHBW-Ravensburg 남서부 하헨버그

독일 Cologne Business School (CBS) 북서부 쾰른

독일 RheinMain University 중부 비스바덴

독일 University of Passau 남부 바이에른주 파사우

독일 Dresd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동부 작센주 드레스덴

네덜란드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서부 헤이그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 북부 흐로닝언주

벨기에 HOWEST 북부 오스텐더

벨기에 ICHEC Brussels Management School 중부 브뤼셀 (수도)

벨기에 Thomas More University 안트베르펜주 메헬렌

프랑스 Ecole Management Normandie 서북부 르아브르

프랑스 EDC Paris Business School 오드센주 쿠르브부아

프랑스 ESME Sudria Engineering School 북부 릴

프랑스 EPITA 파리 남부 빌쥐프

프랑스 ESC Rennes School of Business 북서부 렌

프랑스 ESSCA School of Management 서부 앙제

프랑스 Groupe Ecole Supérieure de Commerce Pau 남서부 포

프랑스 Hautes Etudes d'Ingenieur 북부 릴

프랑스 IGR-IAE Rennes (University of  Rennes 1) 북서부 렌

프랑스 SKEMA Business School 북부 릴

프랑스 Sup Biotech 파리 남부 빌쥐프

프랑스 Toulouse Business School 남서부 툴루즈

프랑스 Universitie Catholoque De Lille 북부 릴

프랑스 EnsAD 북부 파리 (수도)

스페인 CESINE 북부 산탄데르시

스페인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북부

스페인 Universitat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스페인 Universitat Jaume I 동부 발렌시아주

스페인 University of Basque Country  (UPV) 북부 비스카야주

스페인 University of Jaen 남부 하엔주

스페인 University of Malaga 남부 말라가주

포르투갈 University  of Porto 북부 포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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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학교명 위치

핀란드 HAA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남서부 포르보

리투아니아 LCC International University 서부 클라이페다주

리투아니아 Vilnius University 동부 빌뉴스주

리투아니아 Kaunas University of Technology 중부 카우나스주

라트비아 Riga Technical University 중부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Bifrost University 남서부 보르가르네스

러시아 Ural Federal University 중앙부 예카테린부르크

터키 Ozyegin University 서부 이스탄불주

중국 Anhu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동부 안휘성 벙부시

중국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北京理工大学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Beijing Language & Culture  University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北京工业大学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Capital Normal University 동북부 베이징시

중국 Changchun Normal University 长春师范大学 지린성 창춘시

중국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长春理工大学 지린성 창춘시

중국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华东师范大学 동부 상하이시

중국 Hefei University 동부 안휘성 허베이시

중국 Jilin University 동북부 지린성 창춘시

중국 Liaoning University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시

중국 Linyi University 동부 산둥성 린이시

중국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东北林业大学 헤이롱장성 하얼빈시

중국 Ocean University of China 동부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 Qingdao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동부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동북부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국 Zhengzhou University 중앙부 허난성 정저우시

중국 Shanghai Theater Academy 중북부 상하이시

중국 Sichuan Normal University 四川师范大学 쓰촨성 청두시

중국 Donghua University 동부 상하이시

홍콩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남부 가우룽반도 훙홈

홍콩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남부 가우룽반도

싱가포르 PSB Academy 남부 부킷

대만 Asia University 중서부 타이중

대만 National Taipei University 북부 신베이

대만 Dayeh University 남부 장화현

대만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남서부 가오슝

대만
National Kaohsiung University of Hospitality and 

Tourism 남서부 가오슝

대만 Feng Chia University 중서부 타이중

일본 Kand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동부 간토지방 시바현

일본 Mie University 관서지방 미에현

일본 Nihon University 동부 간토지방 도쿄도

일본 Otemae University 관서지방 효고현

일본 Shinshu University 중부지방 나가노현

일본 University of Shimane 남부 주고쿠지방 시마네현

일본 Oberlin University 동부 간토지방 도쿄도

일본 Toyo University 東洋大學 동부 도쿄도

카자흐스탄 Kazakh-British Technical University 남동부 알바티주

카자흐스탄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아스타나시

인도네시아 Binus University 서부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Berjaya University 쿠알라룸푸르 연방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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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별 파견 프로그램

① 정규학기

   

해당학과 파견교 파견기간 대상

국제학부

(일어일문학전공)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1년 - 일어일문전공 재학 중 1년 파견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1학기 - Disneyland와 연계한 Internship 과정

② 복수학위

   

해당학과 파견교 파견기간 대상

국제학부

(중국통상학전공)
중국 상해교통대학 2년 - 54학점 이상 이수 예정인 학생

③ 학석사연계

   

해당학과 파견교 파견기간 대상

경영학부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2년(3+1+1)
- 세종대 학부 3년+ASU 학부 1년+ASU 석사   

1년으로 구성된 학석사연계 과정

   바. 해외파견학생 파견실적

 ① 2019년 415명(교환학생 334명, 방문학생 및 복수학위생 81명)이 파견되었으며, 2020년 1년 기준으로 400여명이 

예상됨. 이는 재학생 기준으로 졸업 전에 20%의 학생이 1학기 이상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는 것을 의미함. 향후 

이를 30%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

 ② 이 외에도 매년 계절학기에 100여명의 학생들이 단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음

   사. 세종대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① 2019년 335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세종대에서 수학함. 

 ② 이를 통하여 해외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가 가능함

국가 학교명 위치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서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University Utara Malaysia  북서부 케다주 신톡

브루나이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북부 반다르스리브가완

베트남 Hanoi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베트남 Duytan University 남중부 다낭시

태국 Chiang Rai Rajabhat University 치앙라이주

태국 Kasetsart  University 중앙부 방콕

태국 Thammasat University 중앙부 방콕

태국 Silpakorn University 중앙부 방콕

필리핀 Santo Tomas University 남서부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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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학교장 확인서

   위 학생은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유형1(6년), 유형2(12년))을 갖추었으며, 지원자격 해당 기간에 

학생 및 부모가 유형에 맞게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세종대학교 총장 귀하

성  명

지원

전형

 □ [ 학생부교과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유형

 유형 1 (    )

생년월일
 □ [ 학생부종합 ]

 (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
 유형 2 (    )

모집단위

재학

사실

유형 학 교 명 학 교  소 재 지 재  학  기  간

유

형

1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유

형

2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장 직 인

확인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학교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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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학교장 확인서

모집단위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고등학교명 고등학교
출신학과명

출신학과

계열확인

  □ 농·생명산업          □ 공업            □ 상업정보

  □ 수산·해운            □ 가사·실업      □ 기타(            )

기준학과명
(시·도 교육청보고)   ①                             ②

고교 재학기간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졸업 )

□ 전문 교과과정 30단위 이상 이수내역

   ※ 소속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본교에서 제시한 동일계열 기준학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작성

이수

학년/학기
교과 과목

이수

단위

이수

학년/학기
교과 과목

이수

단위

   위 학생이 귀 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본교에서 이수한 출신

학과가 동일계열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학교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2020 년     월     일

세종대학교 총장 귀하

                      고등학교장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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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검증 및 처리 절차

1. 유사도 검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 활용)

  1) 유사도 검증 범위

   - 당해연도 지원자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누적정보 검색

   -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색

※ 유사도 검증 외에 표절, 대필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추가 검증을 위해 단계별(지원자격심

사,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유사도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기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2018.07.)

   - 유사도별 구분 :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최대값 수준에 따라서 A수준(Blue zone), 

B수준(Yellow zone),  C수준(Red zone)으로 구분

자기소개서 유사도 구분 A수준(Blue zone) B수준(Yellow zone) C수준(Red zone)

자기소개서 유사도 최대값 5%미만 5%이상 ~ 30%미만 30%이상

   - 확인 방법 : B수준(Yellow zone) 및 C수준(Red zone) 구간에 속한 지원자에게는 제출서류 

검증 관련 유선확인, 소명자료요청, 교사확인, 심층면접 등 다각적인 확인 철

차를 통해 서류에 작성된 내용의 진실성 및 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선의의 피

해자를 최소화함  

                  ※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A수준(Blue zone)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결과 반영 : 유사도 B수준(Yellow zone) 및 C수준(Red zone) 내용 검증 결과를 표절수준

에 따라 상, 중, 하, 표절 아님(단순인용)으로 구분하여 평가에 반영

   - 전형 종료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며, 

표절・대필작성 및 허위 사실 기재가 추가 발견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됨

2. 외부경력 의심문구 검증과 부모 및 친·인척 직업 기재 검증(블라인드 체커 시스템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의심문구 검색

 전수조사
▶ 심의대상자 선정 ▶

심의

(학생부종합사정위원회)
▶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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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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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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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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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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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
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
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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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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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

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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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

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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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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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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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

다. 

   - 입력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직접 내용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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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

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

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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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격 확인서류 목록
(고른기회,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전형)

전형구분

□ 고른기회 - 국가보훈대상자 

□ 고른기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고른기회 - 농어촌학생 

□ 고른기회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장애인 부모의 자녀 

□ 서해5도학생 - 서해5도학생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등학교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연락처(전화번호)  집:                                휴대폰: 

지원 전형

지원 모집단위                                                 학과(학부)

번호 서류명 발급일자 발급기관명

1

2

3

4

5

6

7

※ 지원자격 확인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2. 지원자격 확인서류는 9월 21일(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3. 모든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자격 확인서류 목록과 해당 서류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플

러로 좌측상단을 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송용 봉투 겉표지를 부착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2020. 9.29(화) 17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직접 내용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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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창의인재/고른기회/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및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번호 증빙서류 내용 발급일자 발급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증명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준하는 활동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2. 공인어학성적 또는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및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활동은 

기재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증빙서류 제출 시 본 서식지를 맨 앞의 표지로 사용하여, 증빙서류는 ‘목

록’에 기재한 순서대로 배열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플러로 좌측상단을 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빙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제외하고 총 1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CD나 USB 메모리 등 非문서자료 제출 금지)

5.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은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본교 입학처)된 서

류만 인정합니다.

6. 발송용 봉투 겉표지를 부착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2020. 9.29(화) 17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7.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 위조·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및 합격 후 입학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직접 내용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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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특기자전형 수상실적 증명서

2021학년도 수시모집                                                      세종대학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

생 년 월 일 출신고교

수상내역

수 상 내 역            

응 시 부 문           일    시   년 월   일

본 인 역 할
(해당자만 기재)

연출(개인)(    )   연출(공동)(    )   시나리오(    )

※현장경력자는 현장경력내용을 A4 용지에 정리하여 추가 제출함

대 회 명 칭

전       체

부       문

1. 2. 3. 

4. 5. 6.

주관

기관

기관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대 회 연 혁 최초실시일         년    월    일 총 실시 횟수

참 가 자 격

대회규모 전체 참가인원     명 
응시 부문

참가 인원
     명

대회 

참가인원 

및 

수상인원

순   위 명      칭
전부문 

수상 인원수

참가부문

수상 인원수

1위(최고상)

2위

3위

4위

특기사항   

위 사실을 증명함.

2020 년     월     일

대회 주관 기관명

대 표 자

:

:
직 인

세종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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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특기자전형 연기전공 실적조서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2021학년도 수시모집                                                      세종대학교

인

적

사

항

수험번호 생 년 월 일

성    명 출신고교명

성    별 남 □,  여 □ 휴대폰 번호

실

적

내

역

일 시 인정기관/단체 실   적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실적첨부 총 _________ 부

     상기 본인은 귀 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에 지원하여

 실적조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세종대학교 총장 귀하

￭ 작성 유의사항

   1. 실적내역은 연도순으로 상세히 기재함(잡지모델, CF출연 등 실적내역과 관련 없는 사항 절대 기재 금지)

   2. 첨부한 실적증빙물과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실적증빙물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증빙물 제출 유의사항

   1. 실적증빙물은 서류와 작품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작품은 반드시 Film 또는 Digital로 제작된 작품을 제출해야 함

   2. 실적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서류 발행기관의 원본 대조확인을 받아야 함

   3. 실적증빙물은 심사대상자의 실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실적임을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4. 연극․뮤지컬 분야에서 전문극단 출연경력자는 전문극단이 연극협회 정등록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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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특기자전형 자기소개서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1. 자신의 성장과정과 이러한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2.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700자 이내)

3.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교내․외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700자 이내)

  

4.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직접 내용을 입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