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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2. 2021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q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단계전형 폐지

 q 지역인재전형 전형방법 변경

 q 골프지도학전공 전형방법 변경

 q 체육특기자 모집인원 조정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요소 및 전형비율
모집
인원

비고

학생부(교과)

학교생활우수자 학생부(교과) 70%+면접30% 498

정원내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100% 697

지역인재 학생부(교과)100%  54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 학생부(교과) 60%+실기40%  18

국가보훈대상자 학생부(교과)100%   5

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100%  53

정원외특성화고교졸업자 학생부(교과)100%  15

기초생활/차상위계층자 학생부(교과)100%  38

실기위주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30%+실기70% 339

정원내학생부(교과) 30%+면접70%(항공서비스학전공,골프학전공) 103

체육특기자 학생부(교과) 20%+출결10%+서류(실적)50%+면접20%   8

학생부(종합)
진로개척자 학생부(교과) 40%+학생부(비교과)30%+면접30% 100 정원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교과) 40%+학생부(비교과)30%+면접30%   3 정원외

Ⅰ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단계선발 ∎학교생활우수자전형 1단계 6배수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단계선발 폐지
   (지원자 전원 면접 실시)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모집인원 14명 8명(사격2명, 배구4명, 골프2명) 특기자(볼링) 모집중지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형방법 ∎학생부(교과)40%+학생부(비교과)30%+면접30% ∎ 학생부(교과100%)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형방법 ∎학생부(교과)30%+실기70% ∎ 학생부(교과)30%+면접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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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주요사항

 q 모집단위 모집방법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단위 방법 모집단위 방법

항공관광학부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통합 항공관광학부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개별
호텔외식산업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호텔비즈니스학전공 개별

호텔비즈니스전공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통합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개별
아동보육학전공

바이오융합
학      부

바이오식품학전공

통합 보건복지학부
바이오식품학전공 개별

헬스케어제약공학전공
바이오화장품학전공 개별바이오화장품학전공

보건복지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통합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통합
동물보건학전공(신설)

바이오융합
학      부

환경조경학전공 통합
건축토목
공 학 부

환경조경학전공 개별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학전공 통합
문화콘텐츠
학      부

문헌정보학전공 개별

공연예술체육
학        부

레저스포츠학전공

통합
공연예술체육
학        부

레저스포츠학전공 개별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신설) 개별

골프학전공 골프학전공 개별

  q 모집단위 신설

2021학년도
비  고

모집단위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30명 개별모집

항공관광학부 항공경영물류학전공 25명 개별모집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02명 통합모집
동물보건학전공

공연예술체육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30명 개별모집

공연예술체육학부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35명 개별모집

  q 모집단위 명칭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안)

모집단위 모집단위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사범학부

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

문화콘텐츠
학      부

신문방송학전공
문화콘텐츠
학      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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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청캠퍼스

※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간호교육인증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년)

※ 연계(융복합)전공  :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 보건행정학과(멀티케어전공)

※ 정시 모집인원이 0명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함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계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93 7 100

경찰법학전공 38 2 40

경호보안학전공 60 0 60

경찰탐정수사학전공(신설) 27 3 30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18 2 20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98 7 105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45 0 45

호텔비즈니스전공 35 0 35

항공경영물류학전공(신설) 25 0 25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45 0 45

멀티케어학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89 6 95

물리치료학과 35 3 38

한방보건제약학과 25 0 25

사회복지학전공 40 0 40

바이오식품학전공 25 0 25

바이오화장품학전공 30 0 30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02 0 102
동물보건학전공(신설)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25 0 25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25 0 25

공연예술체육학부

대중음악전공 37 3 40

뷰티케어학전공 30 0 30

레저스포츠학전공 40 0 40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신설) 30 0 30

골프학전공 30 0 30

소계 1,047 33 1,080

Ⅱ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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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캠퍼스

※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연계(융복합)전공  :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ICT전공, IoT융합전공, 모바일S/W융합전공, 벤처창업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정보보호전공(정보보안S/W융합전공, 경영·금융보안전공), 문화콘텐츠학부(토탈패션메이커스전공)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계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경영학전공 40 5 45

국제통상학전공 41 4 45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36 4 40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18 2 20

초등특수교육 18 2 20

중등특수교육 18 2 20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7 3 40

토목공학전공 36 4 40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6 4 40

정보보호학전공 40 6 46

스마트IT전공 30 0 30

ICT전공 연계(융복합)전공

IoT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모바일S/W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벤처창업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경영·금융보안전공 연계(융복합)전공

전기전자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46 4 50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7 3 40

문화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40 5 45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50 10 60

사진영상학전공 41 4 4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45 4 49

토탈패션메이커스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공연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전공 55 10 65

실용음악학전공

기악/음향

40 10 50작곡

보컬

엔터테인먼트학전공 36 4 40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신설) 35 0 35

소계 775 90 865

합계 1,822 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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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별 모집인원

q 충청캠퍼스(정원내)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지역

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특수체육교육)

국가
보훈
대상자

실기

우수자
체육
특기자

진로

개척자

(70/30) (100) (100) (60/40) (100) (30/70) (20/10/50/20) (40/30/30)

경찰
경호
학부

경찰행정학전공 30 44 10 1 8

경찰법학전공 11 18 5 4

경호보안학전공 28 28 4

경찰탐정수사학전공(신설) 10 11 3 3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18

항공

관광

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6 5 80 7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16 23 3 3

호텔비즈니스전공 13 18 2 2

항공경영물류학전공(신설) 20 5

보건
복지
학부

보건행정학과 15 27 3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35 45 5 4

물리치료학과 10 17 4 1 3

한방보건제약학과 10 15

사회복지학전공 13 22 5

바이오식품학전공 10 15

바이오화장품학전공 13 17

애완동물
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37 55 10

동물보건학전공(신설)

건축토목
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0 15

문화콘텐
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8 15 2

공연
예술
체육
학부

대중음악전공 37

뷰티케어학전공 20 10

레저스포츠학전공 5 29 6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신설) 5 25

골프학전공 5 23 2

합계 309 393 54 18 2 222 8 41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 중복지원 가능

※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간호교육인증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년)

※ 실기우수자전형의 항공서비스학전공, 골프학전공의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30% + 면접70%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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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충청캠퍼스(정원외)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00) (100)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5 4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2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4 4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4

물리치료학과 3 3

합계 18 11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

※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간호교육인증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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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캠퍼스(정원내)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국가보훈
대상자

실기

우수자

진로

개척자

(70/30) (100) (100) (30/70) (40/30/30)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14 21 1 4

국제통상학전공 15 22 4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5 17 4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7 9 2

초등특수교육 7 9 2

중등특수교육 7 9 2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12 21 4

토목공학전공 12 20 4

소프트웨어
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11 21 4

정보보호학전공 13 20 1 6

스마트IT전공 10 20

전기전자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4 25 1 6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11 22 4

문화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40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50

사진영상학전공 15 21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5 25 5

공연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연출/제작 25

연기 30

실용음악학전공

기악/음향 18

작곡 6

보컬 16

엔터테인먼트학전공 11 22 3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신설) 35

합계 189 304 3 220 59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

※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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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캠퍼스(정원외)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100) (100) (100) (40/30/30)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3 3

3

국제통상학전공 3 2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3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1

초등특수교육 1

중등특수교육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 3 5

토목공학전공 3

소프트웨어
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

정보보호학전공 4 3 4

스마트IT전공 2

전기전자
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5 3 4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 3

문화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 2

공연예술
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2

합계 35 15 27 3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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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일정

q 원서접수 : 2020. 9. 23(수) ∼  9. 28(월)

q 서류제출 : 2020. 9. 28(월) ∼ 10. 22(목)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 인정)

               단,  진로개척자전형 및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2020. 9. 28(월) ∼ 10. 13(화)

고사
지원

캠퍼스
일정 전형명 및 모집단위 고사장소 비고

면 

접

고 

사

충청

캠퍼스
11. 20(금)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충청캠퍼스

각 고사장

고사장 

및

시간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체육특기자 전형

고양
캠퍼스

11. 13(금) 학교생활우수자전형 고양캠퍼스
각 고사장

충청
및
고양
캠퍼스

충청캠퍼스
11. 21(토)

고양캠퍼스
11. 14(토)

진로개척자전형 모집단위

해당캠퍼스에서 

면접실시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 

기

고 

사

충청

캠퍼스

11. 17(화) ∼ 11. 21(토)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충청캠퍼스  

각 고사장

11. 21(토) 경호보안학전공

11. 20(금)

특수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골프학전공(면접) 골프교육장

11. 18(수) ∼ 11. 20(금) 대중음악전공 건원관

고양

캠퍼스

11. 11(수)
산업디자인학전공

지정고사장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11. 10(화) ∼ 11. 14(토)
연극영화학전공

고양캠퍼스

각 고사장
실용음악학전공

11. 13(금) ∼ 11. 14(토)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합격자

발  표

단계전형 합격자발표 2020. 11. 03(화)
홈페이지

공지최종 합격자발표 2020. 12. 01(화)

등 록

및

환 불

예치등록 2020. 12. 28(월) ~ 12. 30(수)

본교 지정은행

공휴일
(토요일포함) 
은 환불하지 

않음

충원등록 2020. 12. 31(목) ~ 2021. 01. 05(화)

최종등록 2021. 02. 08(월) ~ 2021. 02. 10(수)

 ※ 면접 및 실기일정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홈페이지 공지)

 ※ 외국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방문하여 원서접수 해야 함

 ※ 제출서류를 팩스로 발송할 경우 원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단계전형 합격자발표는 진로개척자전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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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30

경찰법학전공 11

경호보안학전공 28

경찰탐정수사학전공 10

항공관광학부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16

호텔비즈니스전공 13

항공경영물류학전공 20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15

간호학과 35

물리치료학과 10

한방보건제약학과 10

사회복지학전공 13

바이오식품학전공 10

바이오화장품학전공 13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37
동물보건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0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8

공연예술체육학부 뷰티케어학전공 20

소계 309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14

국제통상학전공 15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5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7

초등특수교육 7

중등특수교육 7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12

토목공학전공 12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11

정보보호학전공 13

스마트IT전공 10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4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11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전공 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5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11

소계 189

합계 498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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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학생부(교과) 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70%(65.1%) 30%(34.9%)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면접고사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창의력 중심)

반영비율 50% 25% 25%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학생부(교과)성적과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라.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부(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

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마.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목)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고사
충청캠퍼스 2020. 11. 20(금)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고양캠퍼스 2020. 11. 13(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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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학생부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44

경찰법학전공 18

경찰탐정수사학전공 11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6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23

호텔비즈니스전공 18

항공경영물류학전공 5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27

간호학과 45

물리치료학과 17

한방보건제약학과 15

사회복지학전공 22

바이오식품학전공 15

바이오화장품학전공 17

바이오융합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55
동물보건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5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15

공연예술체육학부

뷰티케어학전공 10

레저스포츠학전공 5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5

골프학전공 5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5

소계 393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21

국제통상학전공 22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7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9

초등특수교육 9

중등특수교육 9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21

토목공학전공 20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21

정보보호학전공 20

스마트IT전공 20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25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22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전공 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5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22

소계 304

합계 697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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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다.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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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지역인재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10

경찰법학전공 5

경찰탐정수사학전공 3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5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3

호텔비즈니스전공 2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 5

물리치료학과 4

사회복지학전공 5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0
동물보건학전공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2

합계 54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다.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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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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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18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총점

반영비율 60%(68.6%) 40%(31.4%)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실기고사 종목별 등급 기준표

            등 급

  종 목
1 2 3 4 5 6 7 8 9

10m왕복달리기
(2회 40M)
(단위 : 초)

남
9.00
 이하

9.30
∼ 9.01

9.60
∼ 9.31

9.90
∼ 9.61

10.20
∼ 9.91

10.50
∼ 10.21

10.80
∼ 10.51

11.10
∼ 10.81

11.11
이상

여
9.70
이하

10.00
∼ 9.71

10.30
∼ 10.01

10.60
∼ 10.31

10.90
∼ 10.61

11.20
∼ 10.91

11.50
∼ 11.21

11.80
∼ 11.51

11.81
이상

써전트 점프
(단위 : cm)

남
75

이상
74

∼ 70
69

∼ 65
64

∼ 60
59

∼ 55
54

∼ 50
49

∼ 45
44

∼ 40
39
이하

여
55

이상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이하

윗몸 굽히기
(단위 : cm)

남
30

이상
29.9

∼ 26.0
25.9

∼ 22.0
21.9

∼ 18.0
17.9

∼ 14.0
13.9

∼ 10.0
9.9

∼ 6.0
5.9

∼ 2.0
1.9
이하

여
30

이상
29.9

∼ 26.0
25.9

∼ 22.0
21.9

∼ 18.0
17.9

∼ 14.0
13.9

∼ 10.0
9.9

∼ 6.0
5.9

∼ 2.0
1.9
이하

윗몸일으키기
(1분)

(단위 : 회)

남
70

이상
69

∼ 65
64

∼ 60
59

∼ 55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이하

여
60

이상
59

∼ 55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이하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운동복, 운동화 

다. 종목별 실시방법

종  목 실 시 방 법

10m왕복달리기

(40M)

· 출발준비는 부저로 신호하며, 센서 통과시점부터 시간 측정한다.

· 출발 후 전방 10M 바닥의 버튼을 터치하고 되돌아와 출발선 바닥의 버튼

   을 터치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되 마지막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 바닥의 버튼 터치 시 반대편 손이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된다.

· 측정은 1회 실시한다. (단, 측정 중 의도성 없이 넘어져 파울을 받을 경우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1회 추가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최종 파울시에는 최저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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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실기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라.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실기고사 2020. 11. 20(금)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종  목 실 시 방 법

제자리높이뛰기

(써전트)

· 점프에 유리한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판을 터치하여 높이를 측정한다.

· 준비 및 착지 시 양발 모두 라인(70CM×70CM)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측정은 2회 실시하며, 최고점을 기록한다.

· 파울범위 : 

  - 점프 전 두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경우

  - 측정 기구를 찍지 못할 경우, 

  - 착지 시 발이 준비라인에서 벗어날 경우(선을 밟는 것 포함)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굽히기

(좌전굴)

· 측정기에 앉아 몸을 굽혀 양손 끝으로 측정판를 밀어 거리를 측정한다.

· 2초 이상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 측정 시 반동이나 무릎을 굽혔을 경우 파울로 간주한다.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일으키기

· 측정대 위에 앉은 후 발 고정대에 발을 고정한다.

· 윗몸일으키기 횟수는 양손을 깍지 껴 뒷머리에 붙인 상태로 매트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 윗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동작을 1회로 함 

· 위의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하여 그 총 횟수를 기록한다.

· 파울범위 : 파울 동작이 나오면 그 횟수는 최종 횟수에서 제외한다.

  - 배치기 : 뒤로 누울 때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그 반동을 이용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팔치기 : 뒤로 누울 때 팔을 과도하게 젖혀 팔꿈치가 측정대 밑으로 내려

            가게 한 후 그 반동으로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깍지파울 : 측정 중 손의 깍지를 느슨하게 하는 행위, 손가락이 빠지는 

               경우, 손의 위치를 머리 위로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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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실기 성적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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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국가보훈대상자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1

보건복지학부 물리치료학과 1

소계 2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1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1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

소계 3
합계 5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다.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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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다.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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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위주 – 실기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호보안학전공 28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80

공연예술체육학부

대중음악전공 37

레저스포츠학전공 29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5

골프학전공(면접) 23

소계 222

고양캠퍼스

문화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40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50

공연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연출/제작 25

연기 30

실용음악학전공
기악/음향 18

작곡 6
보컬 16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35
소계 220

합계 442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총점

반영비율 30%(33.3%) 70%(66.7%)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가-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항공서비스학전공, 골프학전공)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실기(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30%(33.3%) 70%(66.7%)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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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기고사

  1) 경호보안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태권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또는 품새(택1)

 - 태권도복, 태권도화

유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 유도복

검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 검도복, 호구, 죽도

합기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호신술

 - 합기도복

용무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호신술

 - 용무도복

특공무술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호신술

 - 특공무술도복

공수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 공수도복

  ※ 유의사항

    - 성명, 학교명 및 체육관명이 부착된 도복 착용 시 실기고사에 참가할 수 없음

      (단, 테이프 등으로 blind 처리 시 착용 가능)

    - 실기고사 시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하여 부상에 대비하여야 하며, 부상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손발보호대, 낭심보호대는 

학교에서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호보안학전공 사무실(041-750-6412)에 문의바람

 2)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평가방법 출제내용 배정비율 복장 및 준비물

전공관련 

구술평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50% ◾ 복장 : 교복 착용 원칙
  - 교복이 없는 경우 
    남학생 : 흰색 반팔 상의, 검정색 긴바지 복장 가능
    여학생 : 흰색 반팔 상의, 하의는 무릎을 가리지 않는 
             검정색스커트 복장 가능
◾ 신발 : 슬리퍼 제공
◾ 머리모양 : 이마를 드러내고 깔끔하게 묶거나 
              짧은 머리일 경우 이마와 귀가 보이도록 함

바른인성 및 가치관 25%

종합적 사고력 25%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서비스학전공 사무실(041-750-6386)에 문의바람

 3) 대중음악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보컬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보컬전공자 중 희망자는 댄스를 추가할 수 있음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형태)
연주악보 5부 제출

연주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실기시험 중 필요한 경우 다른 장르의 악곡연주를 
    요구할 수 있음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형태),
연주악보 5부 제출

프로듀서
 ◾ 자작곡 1곡 악기연주 또는 자작곡 오디오파일 제출
 ◾ 기초 악전에 대한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악보 5부 또는 자작곡 
오디오파일(USB형태) 제출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MR은 오디오 파일로 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음악전공 사무실(041-750-6654)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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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 종목별 등급 기준표

            등 급

  종 목
1 2 3 4 5 6 7 8 9

10m왕복달리기
(2회 40M)
(단위 : 초)

남 9.00
이하

9.30
∼ 9.01

9.60
∼ 9.31

9.90
∼ 9.61

10.20
∼ 9.91

10.50
∼ 10.21

10.80
∼ 10.51

11.10
∼ 10.81

11.11
이상

여 9.70
이하

10.00
∼ 9.71

10.30
∼ 10.01

10.60
∼ 10.31

10.90
∼ 10.61

11.20
∼ 10.91

11.50
∼ 11.21

11.80
∼ 11.51

11.81
이상

써전트점프
(단위 : cm)

남 75
이상

74
∼ 70

69
∼ 65

64
∼ 60

59
∼ 55

54
∼ 50

49
∼ 45

44
∼ 40

39
이하

여 55
이상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20 

19
이하

윗몸굽히기
(단위 : cm)

남 30
이상

29.9
∼ 26.0

25.9
∼ 22.0

21.9
∼ 18.0

17.9
∼ 14.0

13.9
∼ 10.0

9.9
∼ 6.0

5.9
∼ 2.0

1.9
이하

여 30
이상

29.9
∼ 26.0

25.9
∼ 22.0

21.9
∼ 18.0

17.9
∼ 14.0

13.9
∼ 10.0

9.9
∼ 6.0

5.9
∼ 2.0

1.9
이하

윗몸일으키기
(1분)

(단위 : 회)

남 70
이상

69
∼ 65

64
∼ 60

59
∼ 55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이하

여 60
이상

59
∼ 55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이하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레저스포츠학전공(041-750-6653),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041-750-0000)에 문의바람

종  목 실 시 방 법

10m왕복달리기

(40M)

· 출발준비는 부저로 신호하며, 센서 통과시점부터 시간 측정한다.

· 출발 후 전방 10M 바닥의 버튼을 터치하고 되돌아와 출발선 바닥의 버튼

   을 터치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되 마지막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 바닥의 버튼 터치 시 반대편 손이 지면에 닿아서는 안된다.

· 측정은 1회 실시한다. (단, 측정 중 의도성 없이 넘어져 파울을 받을 경우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1회 추가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최종 파울시에는 최저점을 적용.

제자리높이뛰기

(써전트)

· 점프에 유리한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판을 터치하여 높이를 측정한다.

· 준비 및 착지 시 양발 모두 라인(70CM×70CM)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측정은 2회 실시하며, 최고점을 기록한다.

· 파울범위 : 

  - 점프 전 두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경우

  - 측정기구를 찍지 못할 경우, 

  - 착지 시 발이 준비라인에서 벗어날 경우(선을 밟는 것 포함)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굽히기

(좌전굴)

· 측정기에 앉아 몸을 굽혀 양손 끝으로 측정판를 밀어 거리를 측정한다.

· 2초 이상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 측정 시 반동이나 무릎을 굽혔을 경우 파울로 간주한다.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일으키기

· 측정대 위에 앉은 후 발 고정대에 발을 고정한다.

· 윗몸일으키기 횟수는 양손을 깍지 껴 뒷머리에 붙인 상태로 매트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 윗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동작을 1회로 함 

· 위의 동작을 1분동안 반복하여 그 총 횟수를 기록한다.

· 파울범위 : 파울동작이 나오면 그 횟수는 최종 횟수에서 제외한다.

  - 배치기 : 뒤로 누울 때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그 반동을 이용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팔치기 : 뒤로 누울 때 팔을 과도하게 젖혀 팔꿈치가 측정대 밑으로 내려

            가게 한 후 그 반동으로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깍지파울 : 측정 중 손의 깍지를 느슨하게 하는 행위, 손가락이 빠지는 

               경우, 손의 위치를 머리 위로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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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골프학전공(면접)

평가방법 출제내용 배정비율 유의사항

전공관련 

구술평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50%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골프학전공 사무실(041-750-6654)

   에 문의바람

바른인성 및 가치관 25%

종합적 사고력 25%

 6) 산업디자인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제한시간 4시간) 준비물

기초디자인
 ◾ 표현방법 및 재료 자유선택(주제는 고사 당일 제시) 자유선택(4절지기준)

발상과 표현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디자인학전공 사무실(031-8075-1251)에 문의바람

 7)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제한시간 4시간) 준비물

상황표현
 ◾ 표현방법 및 재료 자유선택(주제는 고사 당일 제시) 자유선택(4절지기준)

스토리만화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사무실(031-8075-1253)에 문의바람 

 8) 연극영화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연출제작

 ◾ 구술시험(지정문제와 전공기초상식)
  - 지정문제(3분) : 시험당일 배부하는 전공별 문제에 
                   대해 구술발표
  - 전공기초상식(2분) : 전공기초상식과 관련된 질의응답
 ※ 수험생의 전공 이해도와 창의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공분야를 택하여 구술시험진행
 가) 영화연출/제작
 나) 연기연출/기획
- 포트폴리오는 접수하지 않음

 연기

 ◾ 지정대사 연기 및 자유연기, 질의응답
  - 지정대사1분) : 시험당일 배부하는 대사를 연기
  - 자유연기(1분) : 각자 1분 이내로 준비
  - 질의응답(1분) : 전공관련 질의응답
 ※ 자유연기는 뮤지컬연기로 발표 가능

- 필요한 소품은 수험생이 준비
- MR은 USB 또는 CD(2장)로 
 고사당일 제출하며, 재생오류 시 
 무반주로 연기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

    - 연기전공의 자유연기에는 뮤지컬연기도 포함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극영화학전공 사무실(031-8075-1244)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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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실용음악학전공

종목(택1) 세부종목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기악/
음향

기악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필요한 경우 다른 장르의 악곡연주를 요구할 수 있음

◾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

◾ 연주악보 5부 제출
음향

◾ 자유곡 1곡
  (암보로 연주해야 하며, 보컬을 포함 어떤 종류의 
  악기도 가능함)
◾ 구술테스트(음향의 기술적 지식)

작곡

싱어송
라이터

◾ 자작곡 1곡 노래하며 연주(MR 반주 가능)

◾ 기초악전에 대한 심층면접
◾ 자작곡 포트폴리오 5부 제출

프로
듀서

◾ 자작곡 1곡 악기 연주 또는 자작곡 음원 제출

◾ 기초악전에 대한 심층면접

◾ 자작곡 포트폴리오 및 연주곡 악보 
   5부 제출
◾ 음원제출자는 MP3 파일 추가 제출

보컬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필요한 경우 다른장르의 악곡을 요구할 수 있음

◾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
◾ 연주악보 5부 제출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MR은 오디오 파일로 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용음악학전공 사무실(031-8075-1245)에 문의바람

 10)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전형 비율 인원 내용

수시100% 실기
실기70%

내신30%
35명

메이크업&헤어 일러스트

소요시간 4시간

패턴지(4절, 2장) 54cm×39cm

주제 제시 후 시험 실시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뷰트·패션비즈니스학전공 사무실(031-8075-0000)에 문의바람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반영방법에 의한 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실기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라.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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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실기

고사

충청

캠퍼스

11. 17(수) ∼ 21(토)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11. 21(토) 경호보안학전공

11. 18(수) ∼ 20(금) 대중음악전공

11. 20(금)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11. 20(금) 골프학전공(면접)

고양

캠퍼스

11. 11(수) 산업디자인학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11. 10(화) ∼ 11. 14(토)연극영화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11. 13(금) ∼ 11. 14(토)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실기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3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4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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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위주 – 체육특기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학부 모집단위 종목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공연예술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사격 공기총 2

배구
공격수 3

세터 1

골프학전공 골프 2

합계 8

 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종목별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사 격

 ◾ 최근 3년 이내 고교재학 중 국제 및 국내대회(본교 인정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5위 이내 입상자. 단, 단체 5위 이내 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자만을 인정함
 ◾ 국제대회는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한 대회만 인정함
 ※ 사격은 공기총 종목에 한함

배 구

 ◾ 최근 3년 이내 고교재학 중 국제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협회)에서 주최(관)
   하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8강 이내 입상자
 ◾ 대한배구협회 또는 시․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유스)대표로 선발된 자(엔트리 후보 포함)

골 프

 ◾ 최근 3년 이내 고교재학 중 국제 및 국내대회(본교 인정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10위 이내 입상자
    단, 단체 10위 이내 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자만을 인정함
 ◾ KPGA, KLPGA, PGA, LPGA 자격증 소지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출결 서류(실적) 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20%(20.5%) 10%(2.6%) 50%(51.3%) 20%(25.6%)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출결 : 무단결석 1회당 - 2점 감점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면접고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인성 및 사회성 가치관 및 인생관 전공의 관심도 재능의 탁월성 창의적 사고력

반영비율 20% 20% 20% 20% 20%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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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성적과 서류(실적)평가 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고사 2020. 11. 20(금)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체육특기자 국내 전국규모 인정대회 

 

종 목 대     회     명

사 격

 ▪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

 ▪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

 ▪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 중고연맹기 사격대회

 ▪ 대표선발전

 ▪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생 체육대회  

 ▪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 동해무릉기 사격대회

 ▪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사격대회

배  구

 ▪ 춘계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

 ▪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

 ▪ 전국 남녀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골 프

 ▪ 중부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회장배 전국 중·고등

    학생골프대회

 ▪ 스포츠조선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일송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허정구배 한국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 매경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강민구배 한국여자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 대회

 ▪ YG Cup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한국C&T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 전국골프장대항팀 선수권대회

 ▪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대학생골프팀 선수권대회 

 ▪ 참마루건설배 한국미드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

 ▪ KPGA 주니어컵(학교대항전)

 ▪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건국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대회명이 변경되었으나 이전 대회와 연속성을 가진 대회는 인정 함

 ※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 및 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함 

    발급방법 –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 출력 및 대한체육회 산하연맹 및 단체 발급자의 서명

               을 날인하고, 하단에 발급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제출   

 ※ 단. 배구 종목 지원자는 개인출전 현황표(입시 홈페이지 자료실 등재)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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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경기실적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면접성적 우수자

ㆍ3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5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8. 2021학년도 체육특기자 경기실적점수 기준표

∎국내대회 평가기준표

개     인 단      체

순위 사격 골프 순위 사격 볼링 골프 배구

1 30 30 1 25 25 25 30

2 25 27 2 20 20 23 27

3 20 24 3 15 15 21 24

4 15 21 4 10 10 19 21

5 10 18 5 5 5 17 18

6 　 15 6 　 　 15 15

7 　 12 7 　 　 13 12

8 　 9 8 　 　 11 9

9 　 6 9 　 　 9 　

10 　 3 10 　 　 7 　

∎국제대회 평가기준표
개     인 단      체

순위 사격 골프 순위 사격 볼링 골프 배구

1 50 50 1 40 40 40 50

2 45 47 2 35 35 37 47

3 40 44 3 30 30 34 44

4 35 41 4 25 25 31 41

5 30 38 5 20 20 28 38

6 　 35 6 　 　 25 35

7 　 32 7 　 　 22 32

8 　 29 8 　 　 19 29

9 26 9 　 　 16 　

10 23 10 　 　 13 　

∎자격증 소지자 및 협회 추천자

구  분 추천서 및 자격증 점  수

배  구

 ▪ 대한배구협회 추천자 

 ▪ 시·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9

 ▪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유스)대표(엔트리후보 포함) 300

골   프  ▪ KPGA, KLPGA, PGA, LPGA 자격증 소지자 500

공   통  ▪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유스)대표(엔트리후보 포함) 300

∎점수 배점 기준

학생부:200점(기본:120점)+출결100점(기본90점)+서류:500점(기본:300점)+면접:200(기본:100점) =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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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 진로개척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8

경찰법학전공 4

경호보안학전공 4

경찰탐정수사학전공 3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7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3

호텔비즈니스전공 2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3

간호학과 4

물리치료학과 3

소계 41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4

국제통상학전공 4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4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2

초등특수교육 2

중등특수교육 2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4

토목공학전공 4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4

정보보호학전공 6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6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4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전공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3

소계 59

합계 100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선발배수 학생부(교과) 학생부(비교과) 면접 전형총점

1단계 6배수 57%(46.9%) 43%(53.1%) - 100%(700점)

2단계 1배수 40%(30.8%) 30%(35%) 30%(34.2%)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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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부(비교과)평가

   1) 정량평가(80점)

  

평가요소 봉사 수상경력 출결

점  수 30점 40점 10점

   ※ 출결 반영점수 : 결석 1회당 2점씩 차감

   2) 정성평가(22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다. 면접고사

   1) 면접평가(30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2)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을 합산한 총점 석차 순위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함

 나.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함

 다. 모집단위별 지원자가 1단계 선발배수에 미달될 경우 지원자 전원 면접고사를 실시함

 라.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마.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바.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1단계 불합격자 및 결격자 등을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1단계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 및 2단계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13(화)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1단계 합격자발표 2020. 11. 03(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면접고사

충청캠퍼스 2020. 11. 21(토)

고양캠퍼스 2020. 11. 14(토)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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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방법 우선순위

1단계 선발 ㆍ동점자 전원 합격

2단계 선발

ㆍ1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3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4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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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5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2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4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 4

물리치료학과 3

소계 18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국제통상학전공 3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3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

토목공학전공 3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

정보보호학전공 4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5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

문화콘텐츠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2

소계 35

합계 53

2. 지원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읍면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의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 또는
   동일한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부모 동일거주

 ◾ 농어촌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6년 이상 거주)

 ◾ 중학교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 상 본인, 부, 모 중 한명

   이상이 단 하루라도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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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6. 제출서류 및 발급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지원자는 부 또는 모 한쪽과 계속 동거하여야 하며,

    ①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②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① 부모 모두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②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본인 초·중·고 

거주 및 재학

 ◾ 지원자가 초·중·고등학교 기간동안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2년 이상 거주)

 ◾ 초등학교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 상 본인, 부, 모 중 한명   

   이상이 단 하루라도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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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형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1부(입학정보 홈페이지 양식참고)
 ◾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    

(부모동일거주)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모,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 각 1부(전체주소)  

부모이혼
◾ 친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http://efamily.scourt.go.kr)

◾ 지원자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1부

부모사망 ◾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1부

양자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본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원본대조필 후 제출)
 ◾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주소)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이외에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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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국내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舊 종합고

    등학교)의 전문계학과에 입학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고교에서 본인이 이수한 

    학과의 기준학과가 지원 모집단위에서 제시한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나.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및 일반계(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라. 출신학과와 모집단위가 다르더라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지원 가능함

 마. 신입학이 아닌 경우, 특성화고의 1학년 1학기 성적이 있어야 함

 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형태〉「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한 학력인증고등학교는 지원이 불가함

 사.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출신학과와 유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아. 특성화고교 모집학부별 기준학과

학부 모집단위 동일계열 인정고교 기준학과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경영학전공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비즈니스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세무행정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건축토목

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과, 경영정보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 섬유과, 세라믹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경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소프트웨어

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건축과, 경영정보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세라믹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전기전자

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문화콘텐츠

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상업디자인,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응용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3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3

문화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3

합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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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목)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특성화고교 출신학과 확인서 1부. (입학정보 홈페이지 양식참고)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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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제11호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4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4

보건복지학부 물리치료학과 3

소계 11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국제통상학전공 2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1

초등특수교육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5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4

스마트IT전공 2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4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

문화콘텐츠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

소계 27

합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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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다.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

6. 제출서류 및 발급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마. 전형관련 제출서류

대상자 제 출 서 류 유의사항 및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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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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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국제통상학전공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스마트IT전공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합계 3

2. 지원자격

선택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포함)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공통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학생부(비교과) 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40%(30.8%) 30%(35%) 30%(34.2%) 100%(1,000점)

※ 학기별 교과목 반영방법은 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학생부(비교과)평가

  1) 정량평가(80점) 

평가요소 봉사 수상경력 출결

점  수 30점 40점 10점

  ※ 출결 반영점수 : 결석 1회당 2점씩 차감

  2) 정성평가(22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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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접고사

  1) 면접평가(30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2)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반영방법에 의한 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비교과)

     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라.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44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마. 사범학부는 모집단위별 1명이내 선발함

5.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13(화)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고사 고양캠퍼스 2020. 11. 14(토) 입학홈페이지

(http://www.joongbu.ac.kr/ipsi.do)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및 발급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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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형관련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발급처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양식참고)  ◾ 출신고등학교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3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4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8. 참조사항

▣ 중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입시면접 등 전형기간 중 장애학생 지원자 
   를 위한 편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학전형절차 기간 중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안내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안내번호 :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고양캠퍼스 031-8075-1022 ~ 1026)

▣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사항
   - 수험생 대상 편의요청 사항 상담(유선, 문자)지원
   - 안내 입시도우미 지원 및 휠체어 및 대필지원
   - 면접 시 유의사항 설명 지원 
   - 기타 필요에 의한 사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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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가. 교과성적 반영방법

  -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석차등급이 우수한 과목을 반영 

  

 나. 캠퍼스 전형별 반영교과

  1) 충청캠퍼스

   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우수자전형,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진로개척자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세부사항
필수 선택

경찰행정학전공
경찰법학전공
경호보안학전공
특수체육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국어교과
 수학교과
 외국어(영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 전체학년 국어 5과목, 수학 5과목, 영어 5과목, 
    사회와 과학교과 중 성적 상위 10개 과목 반영
 ◾ 총2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위 모집단위 외
전체모집단위

 국어교과
 수학교과
 외국어(영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 전체학년 성적 상위 총 1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2) 고양캠퍼스

   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우수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진로개척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세부사항
필수 선택

전체 모집단위
 국어교과
 수학교과
 외국어(영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 전체학년 국어 5과목, 수학 5과목, 영어 5과목, 
    사회와 과학교과 중 성적 상위 10개 과목 반영
 ◾ 총2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나)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세부사항

해당 모집단위  전 교과
 ◾ 전체학년 성적 상위 총 1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3) 성적반영 범위 및 학년별 반영비율

   가) 성적반영 범위 : 3학년 1학기까지(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학생부 반영과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반영교과목 수만큼 최저등급(9등급)을 적용함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대상 교과목

    - 국어, 수학, 외국어(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 : 전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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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고시출신자

 가. 반영과목 : 필수 6개 과목 반영(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나. 반영방법 : 과목별 취득점수의 합을 6으로 나눈 평균 점수로 반영등급을 지정 함

 다. 성적반영 환산표

평균점수
100
~

98이상

98미만
~

93이상

93미만
~

88이상

88미만
~

83이상

83미만
~

73이상

73미만
~

63이상
63미만

반영등급 3 4 5 6 7 8 9  

  ※ 평균점수에 해당되는 반영등급으로 지원하는 전형별 학생부등급을 적용함(P. 38 학생부 석차등급 환산점수 적용)

3.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성취평가제 대상자

  ■ 전문교과 성취도별 등급적용

성취도 A B C D E

반영등급 2 4 6 8 9

4.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석차등급 환산표

 가. 학교생활우수자전형(학생부 70%) : 7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700 5.00 - 5.19 540

2.00 - 2.19 690 5.20 - 5.39 530

2.20 - 2.39 680 5.40 - 5.59 520

2.40 - 2.59 670 5.60 - 5.79 510

2.60 - 2.79 660 5.80 - 5.99 500

2.80 - 2.99 650 6.00 - 6.19 490

3.00 - 3.19 640 6.20 - 6.39 480

3.20 - 3.39 630 6.40 - 6.59 470

3.40 - 3.59 620 6.60 - 6.79 460

3.60 - 3.79 610 6.80 - 6.99 450

3.80 - 3.99 600 7.00 - 7.99 440

4.00 - 4.19 590 8.00 - 8.99 430

4.20 - 4.39 580 9 420

4.40 - 4.59 570

4.60 - 4.79 560

4.80 - 4.99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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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부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학생부 100%) : 1,0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1000 5.00 - 5.19 680

2.00 - 2.19 980 5.20 - 5.39 660

2.20 - 2.39 960 5.40 - 5.59 640

2.40 - 2.59 940 5.60 - 5.79 620

2.60 - 2.79 920 5.80 - 5.99 600

2.80 - 2.99 900 6.00 - 6.19 580

3.00 - 3.19 880 6.20 - 6.39 560

3.20 - 3.39 860 6.40 - 6.59 540

3.40 - 3.59 840 6.60 - 6.79 520

3.60 - 3.79 820 6.80 - 6.99 500

3.80 - 3.99 800 7.00 - 7.99 480

4.00 - 4.19 780 8.00 - 8.99 460

4.20 - 4.39 760 9 440

4.40 - 4.59 740

4.60 - 4.79 720

4.80 - 4.99 700

 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특수체육교육)(학생부 60%) : 6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600 5.00 - 5.19 440

2.00 - 2.19 590 5.20 - 5.39 430

2.20 - 2.39 580 5.40 - 5.59 420

2.40 - 2.59 570 5.60 - 5.79 410

2.60 - 2.79 560 5.80 - 5.99 400

2.80 - 2.99 550 6.00 - 6.19 390

3.00 - 3.19 540 6.20 - 6.39 380

3.20 - 3.39 530 6.40 - 6.59 370

3.40 - 3.59 520 6.60 - 6.79 360

3.60 - 3.79 510 6.80 - 6.99 350

3.80 - 3.99 500 7.00 - 7.99 340

4.00 - 4.19 490 8.00 - 8.99 330

4.20 - 4.39 480 9 320

4.40 - 4.59 470

4.60 - 4.79 460

4.80 - 4.9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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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실기우수자전형(학생부 30%) : 3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300 5.00 - 5.19 220

2.00 - 2.19 295 5.20 - 5.39 215

2.20 - 2.39 290 5.40 - 5.59 210

2.40 - 2.59 285 5.60 - 5.79 205

2.60 - 2.79 280 5.80 - 5.99 200

2.80 - 2.99 275 6.00 - 6.19 195

3.00 - 3.19 270 6.20 - 6.39 190

3.20 - 3.39 265 6.40 - 6.59 185

3.40 - 3.59 260 6.60 - 6.79 180

3.60 - 3.79 255 6.80 - 6.99 175

3.80 - 3.99 250 7.00 - 7.99 170

4.00 - 4.19 245 8.00 - 8.99 165

4.20 - 4.39 240 9 160

4.40 - 4.59 235

4.60 - 4.79 230

4.80 - 4.99 225

 

 마. 진로개척자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학생부 40%) : 4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400

2.00 ~ 2.49 385

2.50 ~ 2.99 370

3.00 ~ 3.49 355

3.50 ~ 3.99 340

4.00 ~ 4.49 325

4.50 ~ 4.99 310

5.00 ~ 5.49 295

5.50 ~ 5.99 280

6.00 ~ 6.49 265

6.50 ~ 6.99 250

7.00 ~ 7.49 235

7.50 ~ 7.99 220

8.00 ~ 8.49 205

8.50 ~ 8.99 190

9 175

 



2021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48 -

바. 체육특기자전형(학생부 20%) : 2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200

2.00 ~ 2.49 195

2.50 ~ 2.99 190

3.00 ~ 3.49 185

3.50 ~ 3.99 180

4.00 ~ 4.49 175

4.50 ~ 4.99 170

5.00 ~ 5.49 165

5.50 ~ 5.99 160

6.00 ~ 6.49 155

6.50 ~ 6.99 150

7.00 ~ 7.49 145

7.50 ~ 7.99 140

8.00 ~ 8.49 135

8.50 ~ 8.99 130

9 120

 

Ⅶ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1.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2.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3.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오프라인(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 가능

4.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6년도 제1회 ~ 2020년 제1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6년도 이전 및 

   2020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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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지원자 유의사항

1.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유의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 지원방법 및 복수지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

 - 6회 지원이란 지원자가 대입원서를 6번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본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 지원횟수로 산정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를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되며,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단, 전형별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3)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등록 금지(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3)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본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1개 전형만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함 

4)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수험생이 타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자 유의사항

 ■ 전형원칙

  1)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이 불가함 

  2)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3) 수시모집에서 미달 및 미등록 등의 사유로 선발하지 않은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4) 수험생이 지원한 전형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사에 결시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단, 지원미달학과는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며, 

     기본점수를 부여함

  5) 입학원서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본교에서 요구한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미비 및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 ․ 조작한 경우 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6)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과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반영교과목 수만큼 최저등급을 적용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분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 지원한 횟수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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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

  8)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9)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2021년 2월에 졸업하지 못 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0)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편제 및 정원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11)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과 지원자는 신체상 국가고시 지원결격사유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국가고시 부적격 등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12)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3. 인터넷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기간 : 2020. 9. 23(수) ∼ 9. 28(월)

 

 나. 원서접수절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접속 -> 입학원서접수 대행기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후 로그인

▼

원서작성 준비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입학원서 입력  전형유형, 모집단위,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

▼

입력사항 확인  최종 작성 내용 확인(전형료 결제 후 입력사항 수정 및  원서접수 취소 불가)

▼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전형료 납부(전형료 결제 후 원서접수 취소 불가)

▼

수험표 출력
 접수완료 후 수험표 출력하여 확인

 (면접 및 실기고사 해당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고사 당일 필히 지참)

▼

서류 제출

[해당자]

- 제출기한: 전형별 제출기한 확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주말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등기우편 혹은 방문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제출)

     (발송용 봉투표지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 등기우편 제출 주소

  (우) 32713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과 입시 담당자 앞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본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전형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함

  2)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사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 대학교 입학과(041-750-6807∼9)에 통보해야 함

  4) 제출서류가 사본(寫本)일 경우 발행기관장의 원본대조를 필한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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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형별 제출서류(해당자)는 반드시 본 대학교(충청캠퍼스) 입학과에 등기발송(제출 마감일 우편소인 인정)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기관 문의전화

(주)진학사
(http://www.jinhak.com) / ☎ 1544-7715  

4. 합격자 발표/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1) 1단계 합격자 발표(진로개척자전형 만 해당)

   - 일자 : 2020. 11. 03(화)

   - 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oongbu.ac.kr)에서 조회(개별통보 없음)  

  2)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 2020. 12. 01(화)

    - 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oongbu.ac.kr)에서 조회(개별통보 없음)

 나. 등록방법

  1) 합격증 및 등록예치금고지서 출력 : 본 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oongbu.ac.kr)

  2) 지정은행의 개인별 가상계좌에 납부

 다. 충원합격자 발표

  1)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및 등록포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합격 발표를 하며, 예비합격자 순으로 발표함

  2) 충원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함

 라. 합격자 유의사항

  1)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합격증명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3) 합격자의 미등록, 환불 등으로 발생하는 충원합격자는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함

  4) 충원합격자 발표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전화번호로 통보하며, 연락처 기재 오류나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 3회 이상일 경우 차순위자에게 승계되므로, 연락처 변경 시 본 대학교 입학과로 

     통보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함

 나. 지원자는 수시모집 요강 및 지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험표에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라.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합격을 취소함

마.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http://www.joong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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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등록 및 환불안내

1. 등록안내

 가. 등  록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2) 수시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3) 이중등록자는 확인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4)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나. 등록금 납부

  1) 수시모집 합격자의 합격증 및 각종 고지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할 수 있음

  2)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등록금 수납처에서 납부

구  분 등 록 기 간 등록금 수납처

예치금등록 2020. 12. 28(월) ~ 30(수)

본교 지정은행충원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01. 05(화)

최종등록 2021. 02. 08(월) ~ 2021. 02. 10(수)

 다. 등록 및 환불 문의전화

구분 전화번호 비고

총무과(경리) 041-750-6555

입학과 041-750-6807∼9

2. 등록(예치)금 환불 

 가. 관련근거 : 교육부령 제1호“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나. 신청기간 : 2021. 2. 19(금) 16:00까지

  

 다. 환불기준

  본교에 합격 등록한 자가 환불시한내에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등록(예치)금 전액을 환불하되, 등록금 환불 

  시한이 경과한 후의 등록금 환불에 대하여는 교육부령 제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함

  

 라. 신청방법

입학정보 홈페이지 접속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www.joongbu.ac.kr/ipsi.do)

▼

신입생등록금환불신청 선택  개인 인적사항 및 환불계좌정보 입력

▼

환불신청 완료  입학홍보처 확인 후 환불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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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전형료

1. 전형료 안내

구  분 전형료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계

면접고사 실시전형
(항공서비스학전공. 골프학전공 포함)

30,000원 10,000원 - 40,000원

면접고사 미실시전형 30,000원 - - 30,000원

실기고사 실시전형 30,000원 - 45,000원 75,000원

농어촌학생전형
15,000원 - - 15,000원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특별전형

5,000원 - -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유의사항

 - 전형료에는 인터넷접수대행 수수료(5,000원)가 포함된 금액임

 -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 접수의 취소나 변경, 반환이 불가함

 - 진로개척자전형의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 또는 부모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1단계 불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비 환불)

 - 수험생이 복수지원을 하여 타 대학과 면접 또는 실기고사일이 중복된 경우라도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면접 및 실기고사 결시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전액 반환할 경우 인터넷접수 수수료(5,000원)는 제외함

2. 전형료 반환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 및 제42조의 3 제1항 - 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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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1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면접 및 실기고사비

나.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 대학의 장은 제 가항 또는 제 나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 대학의 장은 제 다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마. 대학의 장은 제 라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