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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

집니다. 학생은 인간의 가치와 인류 문명, 우주의 역사를 탐색

하며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세계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배웁

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학생활을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설정·수행하고, 

교수와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독립연구’를 통해 확대됩니다.

학생이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미래’를 꿈꾸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키워나가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이것이 경희대학교가 추구해

온 대학의 참모습입니다. 경희는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

에서 실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 

프로그램을 개설한 데 이어 세계시민교육을 도입하고, 소

프트웨어교육과 융합형·사회맞춤형 교육을 한층 강화했

습니다.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캠퍼스타운 조

성사업(종합형)에 잇달아 선정돼 사회진출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량관리시스템 ‘알라딘(Aladdin)’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체계적인 사회진출교육 프로그램, 적성 진단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픈랩(Open Lab), 미디

어랩(Media Lab),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등 사

회진출 준비 공간을 활성화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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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니타스칼리지 독립연구 창직(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 프로젝트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장

애인의 의생활 장벽을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쁜 옷을 입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후마니타

스칼리지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

을 이뤘어요. 독립연구를 통해 사회공헌이 얼마

나 뜻깊은 일인지 다시 깨달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어워

드에 나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어요. 창직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전공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경

험이 인생의 모든 순간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독립연구 통해 새로운 직업 창조

의상학과       이정은 · 김시내 · 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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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인은 다양한 융합형·사회맞춤형 전공교육으로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합니다. 학과, 단과대학, 캠퍼스를 넘나드는 융합

전공과 복수전공(다전공), 부전공을 확대했으며, 기업과 사회맞

춤형 트랙을 운영합니다. 전공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지도교수와 함께 전공을 심화 학습하는 ‘독립심화학습’, 

‘전환21’,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등도 두고 있습니다.

경희는 취업과 창업은 물론,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

체육계, 국제기구, 프리랜서, 대안적 삶을 포괄하는 다양

한 사회진출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지속가능한 문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은 오픈랩 등에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감을 해소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듯싶어 질병관

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직관적으

로 보여주는 ‘코로나 맵’을 개발했어요. 코로나 

맵은 전공 수업에서 다룬 프로젝트와 LINC+사

업단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한 스타

트업의 사이드 프로젝트였어요. 인공지능(AI)으

로 탈모를 자가진단·관리하는 게 주 프로젝트죠.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

는데, 대학에서 인간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

하는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 마음이 확고

해졌어요. 코로나 맵 개발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에 가능했죠. 앞으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일

을 찾아서 하고 싶어요.

대학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했고, 그 덕에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하게 됐죠. 가치를 추구하면 실패하더라도 후회

가 없을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AI를 기반으로 

복지 정책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천해주는 

서비스 ‘Wello(웰로)’를 개발해 창업했어요. 우

리 학교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

서 역량을 쌓고, 사업성 검증 기회도 얻은 덕이

죠. KHU Valley Program, 소프트웨어 창업 경

진대회, 소프트웨어쉽 등 다양한 사회진출교육에 

참여했어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창업 경진

대회에서 수상하며 초기자금도 모았죠.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학교가 많이 지원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창업교육으로 실력 쌓고 자금도 마련 

융합형·사회맞춤형 

전공교육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회진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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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공학과    경영학과 아동가족학과

전공 수업 프로젝트에서 창업까지

이동훈   김유리안나
신정음목적지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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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로 전교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실시

코로나19 피해 복구 돕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 다루며 실천 활동 나서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전원, 즉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국내에서 경희대가 최초입니다. 

학생들은 이론을 공부한 후 강의실 밖으로 나가 현장 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장 활동의 주제, 활동 방식은 모두 학생이 자율

적으로 결정합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

하는 ‘산 공부’의 폭과 깊이는 각별합니다. 지난 1학기 수강생

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복구 돕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한 활동을 수

행하고, 세계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배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수강 후 김주현(환경조경디자인학과) 학생은 

“고등학교 때 다양한 사람이 모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

었는데, 입시 준비로 시간이 부족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

지 못했어요. 대학에서는 직접 발로 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활동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인

상 깊었죠”라고 말했습니다. 심은영(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은 

“사회에 산재한 많은 문제를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나 

무심코 지나치곤 해요. 나의 문제가 아니거나, 당장은 큰 어려

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이렇게 지나치던 

문제를 알게 됐고, 그것을 파고들어 해결하고자 노력어요. 침

묵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험을 해봤고,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대학

2020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3개 항목 세계 50위권·6개 항목 국내 1위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대학의 책무

경희가 ‘2020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의 17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순위권에 진입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온 노력을 다각도로 인정받았습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관한 

기여도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실현을 측정하는 이 평가에서 경희는 3개 항목에서 세계 50위권, 

12개 항목에서 국내 1, 2위에 올랐습니다. 창학이념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술기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다른 길을 열어온 경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경희는 최근 기후위기, 미세먼지, 난치병,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등 시대적 난제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세계시민교육, 독립연구, 전환21을 통해 시대적 난제에 천착하도록 합니다. 나날이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대학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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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제 하나의 캠퍼스

복수전공·부전공·전과 가능

경희는 서울과 국제캠퍼스를 본·분교 개념이 아닌 각기 특성

화된 종합캠퍼스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

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

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의 편제를 갖

춘 ‘하나의 캠퍼스’입니다. 양 캠퍼스는 학문 간 융복합, 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 연구,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 통합 캠퍼스 운영으로 학생들은 학과와 단과대학, 

캠퍼스를 넘나들며 복수전공(다전공), 부전공, 전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의·약학, 예술·체육계열, 자율전공학부 등 일부 

전공 제외). 학생들의 창의적 경험과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해 선택의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경희에는 학생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특별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희꿈도전장학’입니다. 창업, 봉사, 탐방, 연

구 등 분야에서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체계화된 

장학제도를 운영, 재학생 10명 중 6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됩

니다. 경희의 전체 장학금 규모는 전국 대학 1위입니다(2019 

대학알리미 공시연도 교내외 총계 기준).

대표적인 입시장학은 학생맞춤형 장학제도입니다. 학생부종

합전형 최초 합격자 중 잠재력과 가정 형편을 고려해 60명(서

울·국제캠퍼스 각 30명 이내)을 선발,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

려금(교재비, 생활비), 기숙사비(국제캠퍼스)를 지원합니다.

‘꿈’에 도전하면 지원하는

특별한 장학금 ‘꿈도전장학’

Impact Rankings 2020

세계 55위

세계 46위

세계 101위 +

세계 101위 +

세계 101위 +

세계 101위 +

세계 91위

세계 41위

세계 98위

세계 101위 +

세계 22위

세계 201위 +

1위

2위

국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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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 국제개발 국내 1위

간호학, 농·임학, 약학 국내 3위

우주과학과, 우주기상 연구에 이어

2022년 달 탐사 도전 

경희가 ‘2020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호텔관광 세

계 35위(국내 1위), 국제개발 41위(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학, 농·임학, 약학이 세계 100위권에 자리매

김, 세계 수준의 학문분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양성과 창의성

을 발휘할 수 있는 학술 문화를 조성해 온 결과, 전 학문이 고

루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엔 학문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융합전공을 개설했습

니다. 참여 학과 학생은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

으며, 다전공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엔지니어링, 

글로벌 문화기술, 4D아트, 아트&테크놀러지, 스마트팜공학 등 

융합전공을 개설해 미래 인재를 선제적으로 길러냅니다.

2018년 12월 5일,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한 우

주센터에서 한 로켓이 상공으로 치솟았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

발한 첫 기상 관측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호’가 우주로 발

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리안 2A호에는 기상탑재체와 우주

기상탑재체가 실려 있어 한반도 주변 기상 및 우주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기상탑재체를 우주과학과 선

종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관측 자료를 바탕

으로 유럽항공우주국과 공동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 연구진은 2022년 발사를 앞둔 한국 최초의 달 탐

사선인 시험용 달 궤도선의 탑재체 ‘광시야 편광 카메라’와 ‘달 

자기장 측정기’를 개발, 달 탐사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 종합사립대 4위·학생 만족도 2위

2020 THE 세계·QS 세계·THE 아시아대학평가 ‘역대 최고’ 순위 달성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4년 연속 국내 1위 등극

국내 종합사립대 4위. 경희가 교육과 연구 역량 평가에 집중된 각종 해외 대학평가에서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경희는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36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THE 아시아대학평가와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국내 종합사립대 4위, 국제화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대학의 핵심가치,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온 결과입니다. 탁월한 교육과 연구는 재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 부문 2위를 차지했습니다. 타 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등록금 대비 품질, 품질 대비 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희는 학생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공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 확대, 

융합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으로 학습 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내 순위 학문분야

1 호텔관광 (세계 35위), 국제개발 (세계 41위)

3 간호학, 농·임학, 약학 (세계 51~100위)

※ 출처: 2020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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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에 선정된 경희는 정부 지원으로 사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실습, 캡스톤 디

자인 등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전공교육과 후마니타

스 교양교육을 더욱 밀접하게 융합해 인문학적·공학적 시각

을 아우르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각 학과는 대기업 및 우량 중

소기업과 손을 잡고 사회맞춤형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넘나드는 소프트웨어·코딩교육과 창업교육도 확대했

습니다. 경희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 

학생 교육 성과와 관련된 지표가 개선됐고, 창업교육 비율에서 

2년 연속(2018~2019년) 1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우량 중소기업과 함께

사회맞춤형 이공계 교육 강화

경희대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 의약학 전 분

야를 아우르는 교육체계를 갖췄습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 의예

과/의학과, 치의예과/치의학과, 한의예과/한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간호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의약학계열 단과대학은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 연구, 의료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경희의 양 의

료기관인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인프라를 바탕

으로 전문적인 임상실습과정을 강화하며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은 해당 교육평가원에서 인증

을 획득해 의학 교육의 탁월성을 공인받았습니다.

의약학 학과, 의료기관 인프라 활용해

전문 임상실습 강화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0

321

266위

431

365

410

356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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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계

4위1위

국내 종합사립대국제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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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세부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55
사학과 * 40
철학과 37
영어영문학과 * 42
응용영어통번역학과 * 41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38
스페인어학과 * 38
러시아어학과 38
중국어학과 * 47
일본어학과 * 42
한국어학과 24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 64 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자율전공학부 90 글로벌리더전공 **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45
행정학과 69
사회학과 37
경제학과 * 92
무역학과 73
미디어학과 74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 1 국제통상학전공, 국제금융투자학전공

국제대학
국제학과 128
글로벌한국학과 1

경영대학
경영학과 * 221
회계·세무학과 65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148 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

관광학부 73 관광학과 *, 문화관광콘텐츠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 1
조리산업학과 *** 1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32
주거환경학과 32
의상학과 37
식품영양학과 * 37

이과대학

수학과 * 46
물리학과 * 46
화학과 * 46
생물학과 * 55
지리학과 * 55
정보디스플레이학과 55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50
산업경영공학과 66
원자력공학과 49
화학공학과 70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66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68
건축공학과 67
환경학 *및환경공학과 42
건축학과(5년제) 47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세부전공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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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세부전공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170
생체의공학과 43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90
소프트웨어융합학과 60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 35
응용물리학과 * 35
응용화학과 * 49
우주과학과 40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공학과 66
식품생명공학과 44
한방생명공학과 28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26
원예생명공학과 26

의과대학 의예과 110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108
치과대학 치의예과 80

약학대학

약학과 40
한약학과 40
약과학과 37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 * 85

음악대학

작곡과 * 16
성악과 * 33
기악과 * 71

미술대학 미술학부 * 65 한국화전공, 회화전공, 조소전공

무용학부 47 한국무용 *, 현대무용, 발레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37
시각디자인학과 37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37
의류디자인학과 * 37
디지털콘텐츠학과 37
도예학과 37
PostModern음악학과 38
연극영화학과 * 38

체육대학

체육학과 * 70
스포츠의학과 42
골프산업학과 37
태권도학과 * 75
스포츠지도학과 103

계 4,760

※ 2021학년도 본교 대학 편제 개편 등에 따라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세부전공,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옆에 *표시된 모집단위는 학부(과) 정원 중 교육부 승인 인원 내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합니다.

※ 모집단위별 전공배정 기준과 시기는 대학(학부/과) 내규로 정하며, 모집단위의 세부전공별 배정인원은 모집단위별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전공학부는 사회계열로 모집하고,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캠퍼스 개설 학부(과)에 한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의예·한의예·치의예과, 약학·한약학과,  

간호학과 및 예술계열 제외). 글로벌리더전공**은 자율전공학부의 전공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전공 선택 시 글로벌리더전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경대학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 호텔관광대학의 문화관광산업학과 ***, 조리산업학과 ***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을 위한 모집단

위로 야간/주말반, 별도반(온라인·오프라인 강의 혼합 등)으로 운영합니다.

※ 국제학과는 모든 전공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 글로벌한국학과는 국제캠퍼스의 관련 학과(국제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등)들이 공동운영하는 영어전용 학과로, 정원 내 1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 위주로 선발합니다.

※ 약학과 40명은 신입생으로 선발하지 않고 편입학으로 선발합니다.

※ 약과학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본교 의료교육 관련 단과대학은 각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인증평가에서 의과대학 4년(2017.03.~2021.0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치과대학 2년(2020.03.~ 

2022.02,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과대학 4년(2019.01.~2022.12,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간호과학대학 5년(2020.06.~2025.06, 한국간호교육평가

원)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무용학부는 수시에서만 선발하고, 작곡과는 정시에서만 선발합니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세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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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수능 반영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p.34 참고).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는 본교 인정 종목에서 2019년 ~ 2020년 전국대회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여야 합니다.

2.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군 모집계열 및 전형
최저학력 

기준

사정

방법

선발

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총점수능 실기

「가」

군

수능

위주
인문/사회/자연

없음
일괄

합산
100%

100% - 800점

실기

위주

예

술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20% 80% 1,000점

미술학부 35% 65% 1,000점

「나」

군

수능

위주

인문/사회/자연/체육

100% - 800점
예

술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연극·뮤지컬 연출)

연극영화학과(영화연출 및 제작)

실기

위주

예

술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40% 60% 1,000점

전형 요약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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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모집인원

계

열

캠

퍼

스

가군 나군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위주

실기

위주

국어국문학과 7 - - -

인문

서울

사학과 5 - - -
철학과 11 - - -
영어영문학과 14 - - -
응용영어통번역학과 12 - - -
프랑스어학과 - - 13 -

국제

스페인어학과 - - 14 -
러시아어학과 - - 16 -
중국어학과 - - 13 -
일본어학과 - - 13 -
한국어학과 - - 10 -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 - 24 -
자율전공학부 32 - - -

사회

서울

정치외교학과 12 - - -
행정학과 19 - - -
사회학과 9 - - -
경제학과 32 - - -
무역학과 20 - - -
미디어학과 12 - - -
국제학과 - - 32 - 국제

경영학과 82 - - -

서울

회계·세무학과 25 - - -
Hospitality경영학부 38 - - -
관광학부 18 - - -
아동가족학과 9 - - -

인문주거환경학과 12 - - -
의상학과 12 - - -
지리학과 (인문) 9 - - - 사회

건축학과 (5년제)[인문] - - 10 - 인문 국제

한의예과 (인문) 10 - - - 사회

서울

간호학과 (인문) 13 - - - 인문

식품영양학과 12 - - -

자연

수학과 13 - - -
물리학과 12 - - -
화학과 8 - - -
생물학과 9 - - -
지리학과 (자연) 8 - - -
정보디스플레이학과 17 - - -
기계공학과 - - 40 -

국제

산업경영공학과 - - 21 -
원자력공학과 - - 19 -
화학공학과 - - 16 -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 - 20 -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 - 28 -
건축공학과 - - 28 -
환경학및환경공학과 - - 11 -
건축학과 (5년제)[자연] - - 11 -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

열

캠

퍼

스

가군 나군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전자공학과 - - 51 -

자연

국제

생체의공학과 - - 12 -
컴퓨터공학과 - - 26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 14 -
응용수학과 - - 10 -
응용물리학과 - - 13 -
응용화학과 - - 16 -
우주과학과 - - 12 -
유전생명공학과 - - 17 -
식품생명공학과 - - 17 -
한방생명공학과 - - 14 -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 - 11 -
원예생명공학과 - - 11 -
의예과 34 - - -

서울

한의예과(자연) 26 - - -
치의예과 25 - - -
한약학과 13 - - -
약과학과 8 - - -
간호학과(자연) 13 - - -
작곡과 - 16 - -

예술

성악과 - 23 - -
기악과 - 61 - -

미술학부

한국화 - 11 - -
회화 - 20 - -
조소 - 11 - -

산업디자인학과 - - 3 13

국제

시각디자인학과 - - - 10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 3 7
의류디자인학과 - - 9 9
디지털콘텐츠학과 - - 3 11
도예학과 - - - 5
PostModern음악학과 - - - 15

연극영화학과
영화연출 및 제작 - - 14 -
연극·뮤지컬 연출 - - 2 -

체육학과 - - 25 -

체육

스포츠의학과 - - 17 -
골프산업학과 - - 24 -
태권도학과 - - 15 -
스포츠지도학과 - - 47 -

합계 611 142 725 70

※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반드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

해야 합니다.

KHU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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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원서 접수 주요 사항

가. 접수기간 : 2021. 1. 8(금) 10:00 ~ 11(월) 18: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는 본 모집요강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p.42) 참고

라.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파일형식)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 뒤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원서접수 사이트 접수

(http://www.uwayapply.com)

접수대학 리스트 중,

“경희대학교” 선택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 사항 숙지

지원내용 및 지원자 

정보 입력

전형료 결제

(※ 원서접수 완료 후 

수정·취소, 전형료 환불 불가)

2021. 1. 13(수)까지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로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예술계열 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시한[2021. 1. 11(월) 18:00]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uwayapply.com) 접속이 차단되오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시한까지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계열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가형 나형 사회 과학

인문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건축학과(인문), 간호학과(인문)
◯ - ◯ ◯ ◯ ◯

(2과목)
-

사회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국제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인문), 한의예과(인문)
◯ - ◯ ◯ ◯ ◯

(2과목)
-

자연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지리학과(인문) 제외], 

공과대학[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 ◯ - ◯ ◯ - ◯
(2과목)

예술·체육 음악대학, 미술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 - ◯ - ◯
(1과목)

●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자 본인의 과실 및 고의를 불문하고 입학원서의 내용 변경(학과 변경 등) 및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

하기 바랍니다.

●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오류 등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전형 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개명했거나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을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지원자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고,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1544-2828)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일정 안내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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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1. 1. 8(금) 10:00 ~ 11(월) 18:00
 접수처

- http://www.uwayapply.com

서류 제출 2021. 1. 8(금) 10:00 ~ 13(수) 17:00

 제출처 및 제출방법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로 등기우편 제출

- 우편 접수 : 2021. 1. 12(화)  

등기소인분까지 유효 

 서류 제출 대상자는 하단 참고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1. 1. 14(목) ~ 15(금)

 확인처

- http://iphak.khu.ac.kr
- http://www.uwayapply.com

고

사

일

정

「가」군

인문/사회/자연 [수능위주전형] -  별도 고사 없음

예

술

음악대학 2021. 1. 16(토) ~ 20(수)
 고사실 확인 

- 일시 : 2021. 1. 13(수)

- 확인처 : http://iphak.khu.ac.kr

 지원자가 많을 경우 고사일이 연장될 수 있음
미술대학 2021. 1. 16(토) ~ 18(월)

「나」군

인문/사회/자연/예술/체육 [수능위주전형] -  별도 고사 없음

예

술

디자인/도예 2021. 1. 24(일)
 고사실 확인 

- 일시 : 2021. 1. 19(화)

- 확인처 : http://iphak.khu.ac.kr

 지원자가 많을 경우 고사일이 연장될 수 있음
PostModern음악 2021. 1. 21(목) 부터

합
격
자

발
표

 - 「가」·「나」군 인문/사회/자연

 -   「나」군 예술/체육(스포츠지도학과 제외) 

[수능위주전형]

2021. 1. 22(금) 18:00

 확인처

- http://www.khu.ac.kr
- http://iphak.khu.ac.kr

 - 「가」·「나」군 예술 [실기위주전형]

 - 「나」군 스포츠지도학과
2021. 2. 7(일) 18:00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1. 2. 8(월) ~ 10(수) 15:00

합격자 등록 2021. 2. 8(월) ~ 10(수) 15:00  하나은행 

최종 충원합격자 통보(마감) 2021. 2. 18(목) 21:00 까지  개별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 공지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 2021. 2. 19(금) 12:00 까지  하나은행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 지원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   「나」군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자, 검정고시 출신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

자 및 비대상자,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소유자,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 조기졸업 자격부여자, 전형료 환불 대상자, 개명

한 지원자,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지원자 

※ 서류 제출 대상자가 서류제출 기한 내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확인은 각 지원군별 서류 제출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대상자는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고사일에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유효기간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

※ 모든 입학전형 일정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진행됩니다(문의처 : ☎ 1544-2828).



16    2021 경희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3.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합격자 발표 

유형 발표 일시

- 「가」·「나」군 인문/사회/자연

- 「나」군 예술/체육(스포츠지도학과 제외) [수능위주전형]
2021. 1. 22(금) 18:00

- 「가」·「나」군 예술 [실기위주전형]

- 「나」군 스포츠지도학과
2021. 2. 7(일) 18:00

● 최초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http://iphak.khu.ac.kr)에 공지합니다(ARS 및 입학처 전화 확인 불가).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출력기간 : 2021. 2. 8(월) ~ 10(수) 15:00까지

● 본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http://iphak.khu.ac.kr)에서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 방법 안내

● 등록 기간 : 2021. 2. 8(월) ~ 10(수) 15:00까지

● 등록 방법 : 하나은행 방문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 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며, 반드시 지정된 등록 기간에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장학생도 위 등록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전혀 없는 장학생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입학(2021. 3. 1) 이후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본교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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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록 충원(충원합격자 선발)
 

구분 일정 장소

최초합격자 등록 2021. 2. 8(월) ~ 10(수) 15:00까지

 고지서출력 및 충원합격자 확인

- http://www.khu.ac.kr
- http://iphak.khu.ac.kr

 등록금 납부

- 하나은행 전국지점

- 등록안내문 참고

1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1. 2. 10(수) 24:00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2021. 2. 10(수) ~ 15(월) 16:00까지

등록 2021. 2. 15(월) 16:00까지

2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1. 2. 15(월) 24:00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2021. 2. 15(월) ~ 17(수) 16:00까지

등록 2021. 2. 17(수) 16:00까지

3차

충원합격자 발표 2021. 2. 17(수) 24:00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2021. 2. 17(수) ~ 18(목) 14:00까지

등록 2021. 2. 18(목) 14:00까지

※ 4차부터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http://iphak.khu.ac.kr)에 공지합니다. 

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충원합격자 통보 마감 : 2021. 2. 18(목) 21:00까지 

●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 2021. 2. 19(금) 12:00까지

● 1~3차 충원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http://iphak.khu.ac.kr)를 통해 확인해

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4차부터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본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http://iphak.khu.ac.kr)에 공지합니다. 

● 충원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지원자들은 등록에 대비하여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계좌이체방법을 숙지하고, 

등록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 미등록 충원방법 및 유의 사항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미등록자 및 등록 취소자(환불자)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성적에 따라 부여된 예비

합격 후보순위에 의해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충원합격 통보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http://iphak.khu.ac.kr)를 통한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수험생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원서 작성 시 자택 전화번호와 시험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출신고교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만약 유선을 통한 충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어 충원합격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

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대학교 또는 본교로부터 충원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이 이미 합격했던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즉시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타 대학교 등록 후 본교에 충원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신청을 한 후 본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포기한 대학에서 반드시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하며, 환불받지 않을 경우 이중 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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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계열 캠퍼스

수능

위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7

인문

서울

사학과 5

철학과 11

영어영문학과 14

응용영어통번역학과 12

  자율전공학부 32

사회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12

행정학과 19

사회학과 9

경제학과 32

무역학과 20

미디어학과 12

경영대학
경영학과 82

회계·세무학과 25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38

관광학부 18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9

인문주거환경학과 12

의상학과 12

이과대학 지리학과(인문) 9
사회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인문) 10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인문) 13 인문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2

자연

이과대학

수학과 13

물리학과 12

화학과 8

생물학과 9

지리학과(자연) 8

정보디스플레이학과 17

의과대학 의예과 34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자연) 26

치과대학 치의예과 25

약학대학
한약학과 13

약과학과 8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자연) 13

수능위주 합계 611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계열 캠퍼스

실기

위주

음악대학

작곡과 16

예술 서울

성
악
과

남자 12

여자 11

기
악
과

Piano 19

Violin 12

Viola 4

Cello 5

D. Bass 3

Flute 2

Oboe 2

Clarinet 2

Bassoon 2

Saxophone 1

Horn 2

Trumpet 2

Tenor Trombone 2

Tuba 1

Percussion 2

미술대학
미술

학부

한국화 11

회화 20

조소 11

실기위주 합계 142

총 계 753

※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 

에서 반드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전형 안내 : 일반전형 「가」 군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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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수능 반영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p.34 참고).

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4. 동점자 처리기준

계열 우선 순위

인문

사회

자연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

  - 인문 : 국어 > 수학(나형) > 사회탐구 > 영어 > 한국사

  - 사회 : 수학(나형) > 국어 > 사회탐구 > 영어 > 한국사

  - 자연 : 수학(가형) > 과학탐구 > 국어 > 영어 > 한국사

② 최근 졸업자(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년도 기준)

예술

① 실기고사 성적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국어 > 사회/과학탐구 > 영어)

③ 최근 졸업자(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년도 기준)

※ 위 기준표 상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은 본교 수능 반영점수를 의미합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안내(p.34) 참고].

- 탐구영역의 경우, 합산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로 비교함(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 

성적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 성적으로 반영한 값으로 비교함)

- 영어 및 한국사의 경우, 등급으로 비교함

※ 「가」군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해도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입학전형사정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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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가」군 지원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단, 고교 졸업학력, 전형료 환불,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1. 1. 8(금) ~ 13(수) 17:00 [우편접수의 경우 2021. 1. 12(화) 등기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2층 입학처

● 제출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사진이 인쇄된 입학원서(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 1부와 함께 해당 서류를 서울캠퍼스 입학처로 도착하도록 등기우편[2021. 1. 12(화) 등기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발송하여야 합니

다.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우편봉투 라벨”을 출력 후 봉투에 부착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해

당

자

제

출

서

류

국내

고교

졸업

(예정)

자

2021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조기졸업 예정자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

-   조기졸업예정증명서 1부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 증빙서류 1부

※ 재학고교 발급, 고교에서 공문으로 명단 일괄 제출 가능

※ 조기졸업 예정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13년 2월 ~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3년 2월 ~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우편·방문 제출 없음
2012년 2월 및 이전 고교 졸업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졸업(예정)자

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2015년 ~2020년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합격증 사본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 2015년 ~ 2020년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우편·방문 제출 없음

2014년 및 이전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p.42) 참고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
-   주민등록표초본 1부(제출서류 중 일부와 입학원서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합격 시 2021. 2. 24(수)

까지[등기우편은 2021. 2. 23(화)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서울캠퍼스 입학처

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에 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의 경우, 해당 학력을 갖췄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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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문/사회/자연계열 전형방법

사정방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비율 100% 100%

배점 800점 80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p.34), 동점자 처리기준(p.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7. 예술계열 전형방법
 

가.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학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구분 실기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계

음악대학 일괄합산

비율 80% 20% 100%

배점 800점 200점 1,000점

미술대학 일괄합산

비율 65% 35% 100%

배점 650점 350점 1,00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p.34), 동점자 처리기준(p.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실기고사 성적이 40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실기고사 일정 및 고사실 

구분 고사일 실기고사실 비고

음악대학 2021. 1. 16(토) ~ 20(수) 서울캠퍼스 내 

(※ 상세장소는

추후공지)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실기고사일이 

    연장될 수 있음
미술대학 2021. 1. 16(토) ~ 18(월)

※ 실기고사 세부일정 : 고사실 확인 시[2021. 1. 13(수) 17:00] 실기고사실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대상자는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고사일에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유효기간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

※ 실기고사 불참자 및 중도포기자는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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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기고사

1 ) 음악대학 (작곡, 성악, 기악) 

전공분야
모집인원

(명)
실   기   내   용 비고

작  곡 16

 1) 작  곡(60%) :   주어진 주제를 이용하여 3부 형식 또는 자유로운 형식의 피아노 곡 쓰기  

(형식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

 2) 화  성(20%) :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3) 청  음(10%) : 단선율, 2성부

 4) 피아노(10%) : 소나타 빠른 악장 중 한 곡(반복 없이)

-

성  악

23

(           )

남 12
여 11

 * 자유곡 2곡

    1) 이태리 가곡 또는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또는 독일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 기타 참고 사항

 자유곡 2곡 중 한 곡은 반드시 예술가곡이어야 함

   오페라 아리아의 경우 이태리어 또는 독일어만 가능하며 반드시 원어, 원조로 노래  

/ 레치타티보는 생략

 가곡의 경우 이조 가능

 악보는 암보 

반주자 

대동

기

악

Piano 19
1)  E. Dohnányi Concert Etude, op.28 No.2 in D flat Major
2)  R. Schumann Kreisleriana, Op.16 중 No.1 Äußerst bewegt & No.7 Sehr rasch 

 (1번과 7번 모두 연주)

-

Violin 12
1)  N. Paganini - Caprice Op. 1 中 No. 22, 23 

2)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 2 in g minor 中 3악장

반주없이 

진행

Viola 4

1)  J. S. Bach - Solo Suite No.3 中 Sarabande 

 J. S. Bach - Solo Suite No.4 中 Sarabande 

 * 위 두 곡 중 택일

2)  Carl Stamitz - Concerto in D major, Op.1 中 1악장 (카덴차 포함)

 F. A. Hoffmeister - Concerto in D major 中 1악장 (카덴차 포함)

 * 위 두 곡 중 택일(에디션 자유, 카덴차 종류 자유)

Cello 5
1)  A. Piatti - 12 Caprices 中 No.3
2)  J. Haydn - Concerto in D Major 1악장 (카덴차 포함)

(Gendron edition)

D. Bass 3
1)  Kreutzer - 18 Etüden 中 No. 6 (Hofmeister판)

2)  G. Bottesini - Konzert h-moll 中 1, 2악장 (Klaus Trumpf판), 1악장 카덴차 포함

* 두 곡 모두 솔로튜닝으로 연주할 것

Flute 2
1)      Etude : Paganini 24 Caprice Flute Solo Op.1 - No.1,2,3,5,7,8,10,11 中 당일 1곡 

추첨 

2)  Theobald Boehm Grande Polonaise for Flute OP.16

반주자 

대동

Oboe 2
1)  Etude : Ferling Etudes - No.31~48 中 당일 ‘홀수’번호 1곡 추첨

2)  Etude : Ferling Etudes - No.31~48 中 당일 ‘짝수’번호 1곡 추첨

3)  W. A. Mozart Oboe Concerto in E-Flat major, K.Anh.C 14.06 1, 2악장

Clarinet 2
1)  Etude : G. Langenus 3권 - ‘3~10’ 中 당일 1곡 추첨

2)  Etude : G. Langenus 3권 - ‘15~22’ 中 당일 1곡 추첨

3)  L. Spohr - Clarinet Concerto No.4 in E minor 1, 2악장

Bassoon 2
1)  Etude : L. Milde Etudes Op.26 Vol.1 - `No.7, 15, 19, 22, 23` 中 당일 1곡 추첨

2)  Etude : L. Milde Etudes Op.26 Vol.1 - `No.2, 5, 17, 20, 24` 中 당일 1곡 추첨

3)  C. M. Von Weber bassoon concerto In F major Op.75 1, 2악장

Saxophone 1
1)  Etude : Marcel Mule(W.Ferling) 48 Etudes - 11~26 中 당일 ‘홀수’번호 1곡 추첨

2)  Etude : Marcel Mule(W.Ferling) 48 Etudes - 11~26 中 당일 ‘짝수’번호 1곡 추첨

3)  P. Creston - Sonata for Saxophone and Piano Op.19 전 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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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모집인원

(명)
실   기   내   용 비고

기

악

Horn 2

1)    Etude : Kopprasch 60 Studies - No.6, 12, 14, 16, 17, 18, 23, 24, 25, 30 中 당일 ‘원조’  

1곡 추첨

2)    Etude : Kopprasch 60 Studies - No.6, 12, 14, 16, 17, 18, 23, 24, 25, 30 中 당일 악보에  

있는 ‘이조’ 1곡 추첨

3)  R. Strauss - Horn Concerto No.1 in E-flat Major, Op.11 전 악장

※  Etude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악보로 연주(개인악보 사용 불가)

반주자 

대동Trumpet 2
1)  E. F. Goldman Practical Studies No.8, 9, 10, 11, 15, 16, 17 中 당일 2곡 추첨

2)  J. Haydn - Concerto in E-flat Major 전 악장(카덴차 포함, B♭악기로 연주)

Tenor
Trombone

2
1)  Etude : M. Bordogni Melodious Etudes - No. 21~30 中 당일 1곡 추첨

2)    Etude : Kopprasch 60 Studies No.5, 11, 12, 13, 17, 18, 19, 22, 23, 25 中 당일 1곡 추첨

3)  F. David - Concertino in E-flat Major Op.4 전 악장

Tuba 1
1)    Etude : Gregory Fritze Twenty Characteristic Etudes Tuba No.11~20 中 당일 1곡 추첨

2)  Vaughan Williams - Tuba Concerto in f minor, 전 악장 (카덴차 포함)

Percussion 2

1)  Snare Drum
① Long Roll (♩= 60 로 20초) ppp < fff > ppp 

② Jacques Delécluse Douze Etudes No.1, 3, 5, 7, 9, 11 中 당일 1곡 추첨

③ Jacques Delécluse - Test- Claire

2)  Marimba
① Scale(아래 사진 참고)

    2 옥타브 장음계 및 나란한 단음계(자연, 화성, 가락) 당일 추첨

= 120, 

②   M. Goldenberg Modern School for Marimba 39 Etudes No.11~20 中 당일 1곡 추첨

③ J. S. Bach Cello Suite No.3 - Gigue
3)  Timpani

①   Richard Hochrainer : Etuden für Timpani Vol.1 15, 17, 19, 22, 32 中 당일 1곡 추첨

반주없이 

진행

※ 타악기 2) Marimba의 경우 ①, ③은 암보로 연주

※ 목관, 금관, 타악 전공분야의 Etude일 경우 암보 불필요

※ 관현 전공의 경우, 커트 공지는 악기별 고사장 확인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단, 커트 공지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악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고사 당일 악보 컷과 다르게 연주될 시, 실격처리

 

2 ) 미술대학 미술학부

전공 실기내용 준비물 실시 시간 비고

한국화

① 정물수묵담채화

②   인체수묵담채화 중 택1  

(문장·이미지 및 음악 중 출제)

-   수험생 준비 : 붓, 연필, 담요, 문진,  

팔레트, 물통, 먹, 한국화 채색물감 등

- 대학 제공 : 화선지, 책상, 화판

5시간
- 규격 : 화선지 반절 

- 개인용 화판 사용금지

회화

① 정물수채화

②   인체수채화 중 택1 

(문장·이미지 중 출제)

-   수험생 준비 : 붓, 연필, 지우개, 압정,  

물통, 팔레트, 수채화 물감 등

- 대학 제공 : 켄트지, 이젤, 화판

5시간 - 규격 : 2절 켄트지

조소

소조(인물 두상, 쇄골부위까지 표현)

① 모델을 8방향으로 촬영한 사진 제시

②   문장제시에 따른 인물 자유표현(모델 없음)  

중 택 1

- 수험생 준비 : 소조용 도구, 노끈, 부목 등

- 대학 제공 : 점토, 심봉대
4시간 - 규격 : 인물두상 사이즈

※ 원서접수 시 수험생은 정물/인체(한국화, 회화), 사진/문장(조소)을 선택해야 하며, 원서접수 완료 이후 변경은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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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캠
퍼
스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외국어

대학

프랑스어학과 13 -

인문

국제

스페인어학과 14 -

러시아어학과 16 -

중국어학과 13 -

일본어학과 13 -

한국어학과 10 -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24 -

국제대학 국제학과 32 - 사회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인문] 10 - 인문

기계공학과 40 -

자연

산업경영공학과 21 -

원자력공학과 19 -

화학공학과 16 -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0 -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28 -

건축공학과 28 -

환경학및환경공학과 11 -

건축학과(5년제)[자연] 11 -

전자정보

대학

전자공학과 51 -

생체의공학과 12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26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14 -

응용과학

대학

응용수학과 10 -

응용물리학과 13 -

응용화학과 16 -

우주과학과 12 -

※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반드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스포츠지도학과 *의 지원자격 및 경기실적 인정 종목은 <나.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격>(pp.32~3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캠
퍼
스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생명

과학

대학

유전생명공학과 17 -

자연

국제

식품생명공학과 17 -

한방생명공학과 14 -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11 -

원예생명공학과 11 -

예술
·

디자인

대학

산업디자인학과 3 13

예술

시각디자인학과 - 10

환경조경디자인학과 3 7

의류디자인학과 9 9

디지털콘텐츠학과 3 11

도예학과 - 5

Post 
Modern 

음악학과

보컬 - 3

관악기·현악기·국악기 - 2

베이스 - 2

드럼·타악기 - 2

피아노 - 3

기타(Guitar) - 1

실용음악작곡 - 2

연극영화

학과

영화연출 및 제작 14 -

연극·뮤지컬 연출 2 -

체육

대학

체육학과 25 -

체육

스포츠의학과 17 -

골프산업학과 24 -

태권도학과 15 -

스포츠지도학과 * 47 -

총 계 725 70

세부 전형 안내 : 일반전형 「나」 군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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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원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수능 반영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p.34 참고).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는 본교 인정 종목에서 2019년 ~ 2020년 전국대회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여야 합니다[나. 스포츠지도학

과 지원자격(pp.32~33) 참고].

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4. 동점자 처리기준

계열 우선 순위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수능위주전형)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

- 인문 : 국어 > 수학(나형) > 사회탐구 > 영어 > 한국사

- 사회 : 수학(나형) > 국어 > 사회탐구 > 영어 > 한국사

- 자연 : 수학(가형) > 과학탐구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예술·체육 : 국어 > 사회/과학탐구 > 영어

② 최근 졸업자(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년도 기준)

예술

(실기위주전형)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① 실기고사 성적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국어 > 사회/과학탐구 > 영어)

③ 최근 졸업자(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년도 기준)

※ 위 기준표 상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성적은 본교 수능 반영점수를 의미합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안내(p.34) 참고].

- 탐구영역의 경우, 합산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로 비교함(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 

성적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 성적으로 반영한 값으로 비교함)

- 영어 및 한국사의 경우, 등급으로 비교함

※ 「나」군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해도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하며, 입학전형사정위원

회의 결의에 따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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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공통 사항 ]

●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를 제외한 「나」군 지원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단, 고교 졸업학력, 전형료 환불,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1. 1. 8(금) ~ 13(수) 17:00 [우편접수의 경우 2021. 1. 12(화) 등기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입학처

● 제출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사진이 인쇄된 입학원서(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 

1부와 함께 해당 서류를 국제캠퍼스 입학처로 도착하도록 등기우편[2021. 1. 12(화) 등기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우편봉투 라벨”을 출력 후 봉투에 부착해야 합니다.

가. 「나」군 지원자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해

당

자

제

출

서

류

국내

고교

졸업

(예정)

자

2021년 2월 조기졸업 예정자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

-   조기졸업예정증명서 1부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 증빙서류 1부

※ 재학고교 발급, 고교에서 공문으로 명단 일괄 제출 가능

※ 조기졸업 예정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13년 2월 ~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3년 2월 ~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우편·방문 제출 없음
2012년 2월 및 이전 고교 졸업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졸업(예정)자

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2015년 ~2020년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합격증 사본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   2015년 ~ 2020년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우편·방문 제출 없음
2014년 및 이전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p.42) 참고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제출서류 중 일부와 입학원서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만 제출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합격 시 2021. 2. 24(수)

까지[등기우편은 2021. 2. 23(화)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국제캠퍼스 입학처

로 제출해야 합니다. 

※ 태권도학과 지원자의 경우, 태권도 단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본교에서 국기원을 통해 조회함).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에 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의 경우, 해당 학력을 갖췄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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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 필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 사진이 인쇄된 입학원서 1부 -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

- 경기실적 지원자격 증빙서류

- 2020. 12. 29(화)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경기실적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http://g1.sports.or.kr) 

에서 발급받은 원본서류만 인정 [단,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http://g1.sports.

or.kr)에서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증빙 서류에 한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인정]

6. 인문/사회/자연계열 전형방법

사정방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비율 100% 100%

배점 800점 80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p.34), 동점자 처리기준(p.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7. 예술계열 전형방법

가.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 모집단위 사정방법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계
구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기고사

수능

위주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연극·뮤지컬 연출)

연극영화학과(영화연출 및 제작)

일괄

합산
100%

비율 100% - 100%

배점 800점 - 800점

실기

위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일괄

합산
100%

비율 40% 60% 100%

배점 400점 600점 1,00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p.34), 동점자 처리기준(p.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실기고사 대상자는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와 신분증을 고사일에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유효기간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

※ 실기고사 불참자 및 중도포기자는 입학전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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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기고사

1 ) 디자인/도예 

분야 실기고사 내용 수험생 준비물 및 유의 사항

디자인

실기과목 - 기초조형디자인

※ 수험생 준비물 

-   실기고사 시 필요한 기본도구 지참  

(재료 제한 없음)

※ 유의 사항

-   고사시간 내, 작품의 건조를 마무리해야 함  

(단, 드라이기 사용 불가)

-   채점 시 본인임을 암시할 수 있는 숫자,  

문자 등 표기 금지

- 도안집, 작품사진, 메모쪽지, 컷집 등 휴대 금지

- 이미 재단된 재료 부착 금지

- 부탄가스 등 화기 사용 금지

실기방법

- 화지를 2등분하여 

<화지1>에는 제시된 주제에 대한 연필 소묘, 

<화지2>에는 제시된 주제에 대한 창의적 연출능력과 표현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디자인

※ 화지 방향선택은 수험생 자율 결정

※ 사물의 개수와 크기 변화 가능

※ 배경은 채색하지 않음

평가기준
-   사물의 관찰과 표현 그리고 주제 해석 능력,  

창의적 아이디어 전개, 디자인 요소의 이해와 응용 표현의 적정성

시험용지 - 3절지

시험시간 - 4시간

도예

실기과목 - 사고의 전환

실기방법

- 화지를 2등분하여 

<화지1>에는 제시된 주제에 대한 연필 소묘, 

<화지2>에는 제시된 주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

※ 화지 방향선택은 수험생 자율 결정

평가기준 - 묘사력, 주제 해석의 창의적 표현력

시험용지 - 3절지

시험시간 - 4시간

※ 디자인/도예 실기고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고사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용품은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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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험생 준비물 및 유의사항이 변경되므로 변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 PostModern음악

구분 실시 방법 수험생 준비물 및 유의 사항

보컬
-	국내곡	중	자유곡	1곡

-	해외곡	중	자유곡	1곡

- 무반주 또는 반주음원(mp3파일) 가능

- 본인 반주 및 반주자 동반 불가

-	반주음원(mp3파일)	이용	가능	*	사용	후	반환하지	않음
※	반주는	반드시	피아노	반주	또는	어쿠스틱기타(Acoustic	Guitar)	반주

			반주용	오디오는	본교에서	제공(USB에	저장된	mp3	파일만	재생	가능,	
CD	재생	불가)
			mp3	파일은	반드시	1곡당	1개씩	별도의	USB에	저장하여	준비
				[	※	USB에	담긴	음원파일은	확장자가	mp3(*.mp3)인	경우만	허용하며,	

mp3	파일은	바로	재생될	수	있도록	수험생이	준비해야	함]
-	악보제출	없음

관악기

현악기

국악기

베이스

드럼

타악기

-	Jazz	Standard곡	중	자유곡	1곡

-	이와	다른	스타일의	자유곡	1곡

-	반주자	동반	불가(무반주	가능)

- 반주음원(mp3파일) 이용 가능	*	사용	후	반환하지	않음

			반주용	오디오는	본교에서	제공(USB에	저장된	mp3	파일만	재생	가능,	
CD	재생	불가)
			mp3	파일은	반드시	1곡당	1개씩	별도의	USB에	저장하여	준비	
[※	USB에	담긴	음원파일은	확장자가	mp3(*.mp3)인	경우만		
허용하며,	mp3	파일은	바로	재생될	수	있도록	수험생이	준비해야	함]	

-	악보제출	없음

※			베이스(Bass)에는	어쿠스틱베이스(콘트라베이스),	일렉트릭베이스가		
해당됨

피아노
-	Jazz	Standard곡	중	자유곡	1곡

-	이와	다른	스타일의	자유곡	1곡

- 반주자 동반 불가(무반주)	

- 반주음원(mp3파일) 이용 불가

-	악보제출	없음

기타

(Guitar)

-	Jazz	Standard곡	중	자유곡	1곡

-	이와	다른	스타일의	자유곡	1곡

- 반주자 동반 불가(무반주)

- 반주음원(mp3파일) 이용 불가

-	악보제출	없음

※			기타(Guitar)에는	어쿠스틱기타(Acoustic	Guitar),	일렉트릭기타가		
해당됨

실용음악

작곡

-	당일	주어진	24마디의	
		화성진행을	보고	피아노반주	또는	

		어쿠스틱기타(Acoustic	Guitar)	반주와
		가창으로	즉석	멜로디	작곡

※ 피아노, 드럼, 앰프 외의 악기는 본인이 준비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 별도의 연습실은 제공하지 않으며(사용 불가), 고사 시작 직전 평가자 앞에서 10초 정도의 워밍업만 가능합니다.

※ 모든 지원자는 고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 지참하는 일회용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보컬 분야는 고사 시 배부되는 보건용 위생 

마스크(투명 아크릴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세부 내용은 고사장 조회 시 유의사항을 통해 확인).

총	2곡	실시

총	2곡	실시

총	2곡	실시

총	2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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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육계열 전형방법

가.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사정방법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비율 100% 100%

배점 800점 80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p.34), 동점자 처리기준(p.2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스포츠지도학과의 경우, 경기실적 지원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스포츠지도학과 지원자격

1 ) 경기실적 지원자격, 인정종목 및 모집인원

구분 내용

경기실적 지원자격 2019년 ~ 2020년 전국대회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경기실적 지원자격

 인정 종목

 검도

 근대5종

 기계체조

 리듬체조

 바이애슬론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

 세팍타크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포함)

 수영

 스키(스노우보드 포함, 롤러스키 제외)

 스피드스케이팅

 승마

 에어로빅

 요트(윈드서핑 포함)

 유도

 육상

 클레이

 탁구

 테니스

 펜싱

 피겨스케이팅(A조 이상)

 컬링

 쇼트트랙

 레슬링

 역도

 트라이애슬론(3종 : 수영, 달리기, 사이클)

 카누 스프린트

[※ 모든 경기실적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국내대회만 인정함]

모집인원 47명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종목별로 선발하지 않으며, 전체 인정종목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 종목별 경기실적은 지원자격 조건으로만 활용되며, 전형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종목별 경기실적은 개인전(본인 1인 단독 출전 경기)만 인정하며, 필수 자격조건입니다.

- 단체전, 복식, 릴레이(계주), 듀엣, 혼성, 페어, 아이스댄싱,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계영(혼계영) 등은 개인전 경기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세팍타크로, 스피드스케이팅(팀추월), 컬링, 에어로빅(2인조·3인조 경기에 한함) 경기실적에 한해 개인전(본인 1인 단독 출전)  

경기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피겨스케이팅은 대회 종목별 A조(7급/8급) 이상 경기실적만 인정합니다.

※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능력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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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포츠지도학과  지원 시 유의사항

① 경기실적 지원자격(2019년 ~ 2020년 전국대회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② 모든 경기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 1. 11(월)]까지 취득한 2019년 ~ 2020년 전국대회 3위 이내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③ 모든 경기실적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국내 대회만 인정합니다. 

④ 경기실적 인정종목이 아닌 종목에서의 경기실적 및 경기실적 증빙서류(경기실적 증명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기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경기실적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경기실적 증빙서류의 경우 2020. 12. 29(화) 이후에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http://g1.sports.or.kr)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만 지원자격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 단, 해당 시스템에서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서류에 한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등에서 발급한 서류도 인정합니다.

※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임의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합한 지원자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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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모든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2020년 12월에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취득 표준점수/등급/백분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 대학에 제공)를 본교 성적 산출방법에 따라 반영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2과목),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한국사,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사회·과학(1과목 이상)] 응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점수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인문·사회·자연계열은 사회·과학탐구영역  

세부과목이 2개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예술·체육계열은 1개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함).

● 탐구영역에 가산점 또는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습니다.

●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제2외국어/한문에 응시한 경우, 본교의 “탐구영역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여 수험생에게  

유리한 경우 제2외국어/한문 성적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 영어, 한국사 성적은 본교 산출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아래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환산점수표> 참고]

● 사회·과학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은 수능 성적표 상의 백분위를 활용하여 본교 자체 산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백분위변환표준점수”는 수능성적 개별 통지 이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 공지함].

2. 계열별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별 반영비율

계열 해당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가형 나형 사회 과학

인문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건축학과(인문), 간호학과(인문)
35% - 25% 15% 5% 20% -

사회
자율전공학과, 정경대학, 경영대학, 국제학과, 호텔관광대학, 

지리학과(인문), 한의예과(인문)
25% - 35% 15% 5% 20% -

자연

식품영양학과, 이과대학[지리학과(인문) 제외],

공과대학[건축학과(인문) 제외],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약학대학, 간호학과(자연) 

20% 35% - 15% 5% - 25%

예술·체육 음악대학, 미술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50% - 20% - 30%(택1)

※ 영어 및 한국사 등급별 환산점수표

반영영역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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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모든 계열 200점 192점 178점 154점 120점 80점 46점 22점 0점

한국사
인문·사회 200점 200점 200점 195점 190점 185점 180점 175점 170점

자연 200점 200점 200점 200점 194점 188점 182점 176점 17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안내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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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방법

가. 수능성적총점(Y) 산출방법 

● 수능성적총점(Y) = [수능 영역별 점수 × 계열별(인문/사회/자연/예술·체육) 영역별 반영비율]의 합

   ※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표”를 활용하고,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한 본교 자체기준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활용 

하여 산출[수능성적 개별 통지 이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계열 수능 성적총점(Y) 산출방법 

인문

Y = [국어 표준점수×0.35(반영비율)] + [수학(나형) 표준점수×0.25(반영비율)] + 

[영어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15(반영비율)] + [한국사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05(반영비율)] + 

[(사탐1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사탐2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0.2(반영비율)]

사회

Y = [국어 표준점수×0.25(반영비율)] + [수학(나형) 표준점수×0.35(반영비율)] + 

[영어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15(반영비율)] + [한국사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05(반영비율)] + 

[(사탐1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사탐2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0.2(반영비율)]

자연

Y = [국어 표준점수×0.2(반영비율)] + [수학(가형) 표준점수×0.35(반영비율)] + 

[영어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15(반영비율)] + [한국사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05(반영비율)] + 

[(과탐1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과탐2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0.25(반영비율)]

예술·체육
Y = [국어 표준점수×0.5(반영비율)] + [영어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0.2(반영비율)] + 

[(탐구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 100) × 0.3(반영비율)] 

나. 수능 반영점수 산출방법

● 수능 반영점수 = {수능 성적총점(Y) ÷ 2} × (수능 반영총점 ÷ 100) 

모집군 모집 계열 및 모집단위 전형총점
수능반영

총점
수능 반영점수 산출방법

「가」군 

인문·사회·자연 800 800 수능 성적총점(Y) ÷ 2 × 8

예술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 1,000 200 수능 성적총점(Y) ÷ 2 × 2

미술학부 1,000 350 수능 성적총점(Y) ÷ 2 × 3.5

「나」군 

인문·사회·자연·체육 800 800 수능 성적총점(Y) ÷ 2 × 8

예술

수능

위주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연극영화학과(영화연출 및 제작)

연극영화학과(연극·뮤지컬 연출)

800 800 수능 성적총점(Y) ÷ 2 × 8

실기

위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1,000 400 수능 성적총점(Y)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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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 산출 예시

● 계열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예시

계열 

표준점수 본교 등급별 환산점수 본교 백분위변환표준점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가형 나형 과목1 과목2

인문 128 - 136 192(2등급) 195(4등급) 65.45 63.03 65.05

사회 126 - 140 192(2등급) 200(1등급) 65.45 64.13 63.83

자연 124 131 - 178(3등급) 194(5등급) 64.15 65.54 -

예술·체육 121 - - 154(4등급) - 63.83 - -

  

● 계열 및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모집 계열 및 모집단위

수능

반영

총점

수능 반영점수

인문 800 [(128×0.35)+(136×0.25)+(192×0.15)+(195×0.05)+{(65.45+65.05)×0.2}] ÷ 2 × 8 = 573.800

사회 800 [(126×0.25)+(140×0.35)+(192×0.15)+(200×0.05)+{(65.45+64.13)×0.2}] ÷ 2 × 8 = 580.864

자연 800 [(124×0.2)+(131×0.35)+(178×0.15)+(194×0.05)+{(64.15+65.54)×0.25}] ÷ 2 × 8 = 557.890

체육 800 [(121×0.5)+(154×0.2)+{(63.83+100)×0.3}] ÷ 2 × 8 = 561.796　

예

술

수능위주 800 [(121×0.5)+(154×0.2)+{(63.83+100)×0.3}] ÷ 2 × 8 = 561.796　

실

기

위

주

작곡·성악·기악 200 [(121×0.5)+(154×0.2)+{(63.83+100)×0.3}] ÷ 2 × 2 = 140.449

한국화·회화·조소 350 [(121×0.5)+(154×0.2)+{(63.83+100)×0.3}] ÷ 2 × 3.5 = 245.78575

디자인·도예

PostModern음악
400 [(121×0.5)+(154×0.2)+{(63.83+100)×0.3}] ÷ 2 × 4 = 28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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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본교가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지원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성적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조기)졸업(예정)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본교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데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졸업(예정)증명서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http://www.neis. 

go.kr)을 통해 본인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제공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온라인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전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의 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

니다.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포함) 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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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원자 및 합격자 유의 사항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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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의 통보 방법(대학 홈페이지 게시, 전화 등)과 상관없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 포함)이 있는 자는 정시

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모집에 등록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등록 의사는 예치금 납부결과로 판단합니다(즉,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등록의사가 없는 합격자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는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즉,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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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 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

되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 이중등록 등 위의  

나~다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대학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본교 유의 사항

가. 부정행위자 및 수학능력 미달자의 처리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 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학부(과)의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본교 입학전형사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수시모집 결과에 따른 정시 모집인원 변경

● 정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합격자의 미등록 및 등록취소(환불)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khu.ac.kr)에서 최종 모집인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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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항

● 모집요강의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 기준입니다(고등학교에서의 이수계열 및 과정이 아님).

● 원서 작성 이전에 정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모집 군과 지원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은 모집단위 소속 캠퍼스별로 실시되므로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1544-282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 본 정시모집 요강의 최종 확정본은 원서접수 이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합격자 유의 사항

가. 기본 사항

● 신입생은 본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 및 본인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회합니다.

● 입학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나. 최종등록자 추후 제출 서류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최종등록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을 2021. 2. 24(수) 

까지 최종 등록한 모집단위가 있는 캠퍼스 입학처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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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포기 

● 본교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타 대학의 충원 합격통보를 받고 타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본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 타 대학 등록 후 본교에 충원합격하여 본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등록했던 타 대학에 등록포기 신청을 한 후 본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을 포기한 대학에서 반드시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하며, 환불받지 않을 경우 이중 등록으로 처리되어 합격이 취소됩 

니다.

2. 등록포기로 인한 등록금 환불 

● 본교와 모집기간 군이 다른 정시모집 대학에 복수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등록금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 타 대학에 충원합격한 사실 없이 본교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청 기간 내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

ac.kr)에서 등록금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 2. 18(목) 21:00까지 

● 신청방법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온라인 신청

※ 유의 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완료 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등록포기 여부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본교 입학 이후 등록금 환불

● 입학(2021. 3. 1) 이후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입된 등록

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KHU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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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료

가.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이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합

니다. 

모집군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계열 전형료

「가」·「나」군 수능위주전형 모집단위 전 계열 30,000원

「가」군 음악대학, 미술대학(실기위주전형) 예술 100,000원

「나」군 예술·디자인대학(실기위주전형) 예술 95,000원

2. 전형료 환불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하여,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된 원서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나. 단, 아래의 사항에 한해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1 ) 모든 전형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 작성,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기간[2021. 1. 8(금) ~ 2021. 1. 13(수)] 내에 ’입학원서’ 1부와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모든 증빙서류는 2021. 1. 1(금)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해당자 해당 자격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차상위계층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확인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발급) 1부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1부 

2 )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로 전형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된 지원자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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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하지 않은 「나」군 PostModern음악학과의 실기고사일이 타 학교와 중복되어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마지막 실기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된 지원자

4 ) 본교가 사전 공지 없이 전형일을 변경할 경우

※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전형료 환불 대상자의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정확

하게 입력하기 바랍니다.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실기고사 응시 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심사결과 지원 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성적미달에 의한 불합격인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 전형료 비례 환불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1.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②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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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 제도

경희대학교는 1952년부터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인재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장학

은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사회봉사 등 각종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미래혁신원 미래혁신단 학생지원센터(장학)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 02)961-0045 / 국제캠퍼스 : 031)201- 3056

장학 종류
선발 기준

지급 내용
모집 단위 합격 및 성적 기준

총장

장학

서울/국제캠퍼스

[각각 선발]

최초

합격자

- 캠퍼스별 전형 결과 최고 순위자

※   인문·사회·자연계열 모집단위만  

선발 대상임

- 8학기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지급

※   의예/한의예/치의예과의 경우, 12학기 지급

※ 건축학과(5년제)의 경우, 10학기 지급

단대

수석

장학

단과대학별

전체 모집단위 

최초

합격자

- 단과대학별 전형 결과 최고 순위자

※   건축학과(5년제)와 지리학과의 경우  

자연계열 최초합격자만 선발 대상

※   예술·디자인대학과 체육대학은  

수능위주전형 최초합격자만 선발 대상

- 8학기 등록금(입학금포함) 전액 지급

※   의예/한의예/치의예과의 경우, 12학기 지급

※   건축학과(5년제)[자연]의 경우, 10학기 지급

※   단대수석장학 대상자 중, 

    총장장학 대상자는 총장장학으로 지급

인문

인재

장학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

[한의예과(인문) 제외]

최종

등록자

-   국어, 수학(나형), 사회탐구(2과목 각각)  

영역의 등급이 각각 1등급인 자

※   제2외국어/한문을 사회탐구 1과목으로  

대체 인정

- 8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 건축학과(5년제)의 경우, 10학기 지급

과학

인재

장학

자연계열

모집단위

[의예/한의예/치의예과 

제외]

최종

등록자

-   아래  ① ~ ②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가) 과학

① 1등급 1등급 + 1등급 이내

② 1등급
1등급(과학II) + 

 3등급 이내

명의

인재

장학

의예과, 

한의예과(자연), 

치의예과

최종

등록자

-   국어, 수학(가형), 과학탐구(2과목 각각)  

영역 각각의 표준점수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자료기준 차상위(두 번째) 점수  

이내인 자 - 12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   명의인재장학 대상자 중, 단대수석장학  

대상자는 단대수석장학으로 지급

한의예과(인문)

-   국어, 수학(나형), 사회탐구(2과목 각각)  

영역 각각의 표준점수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자료기준 차상위(두 번째) 점수  

이내인 자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장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최종

등록자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최종 등록자 전원 - 8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학사 안내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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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종류
선발 기준

지급 내용
모집 단위 합격 및 성적 기준

경희형제

자매장학
전체 모집단위

최종

등록자

-   본교 학부에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중인 합격자

-   등록금 50% 지급  

(입학금 제외, 입학 시 1회에 한함)
경희동문

장학
전체 모집단위

최종

등록자

-   부모 모두가 본교에서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로 합격한 자

[ 입시장학 관련 유의 사항 ]

1. 상기 장학은 2021학년도 입시장학만을 안내하는 것으로, 장학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은 본교 장학 관련 홈페이지(http://janghak.khu.

ac.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총장장학, 단대수석장학은 최초 합격자의 장학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전과 시 입시장학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단대수석장학: 다른 단과대학 모집단위로 전과

 - 인문인재/과학인재/명의인재장학: 다른 캠퍼스 혹은 다른 계열 모집단위로 전과

 - 소프트웨어융합인재장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외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

4. 재학기간 중 계속 지급여부는 아래에 의해 결정되며, 본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학점표준화제도에 따라 교과별 B+이상이 40%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학명 계속 지급 기준

총장장학

단대수석장학 

인문인재장학

과학인재장학 

명의인재장학

소프트웨어융합인재장학

①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의예/한의예/치의예과의 경우,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 등록금 전액 지급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미만 : 지급하지 않음
① ~ 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②
-   학기별 최소 16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최소 시간 미이수 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해외 교환학생은 교환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없을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교환학기 직전학기의 성적을 적용하여 계속 지급여부를 결정함.

5. 지급기간에는 계속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기도 포함됩니다.

6. 재학기간 중 해당학기의 성적이 계속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성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다시 지급

합니다.

7. 교내·외 중복 장학수혜자가 될 경우, 교외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하되,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의 합계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생활비, 장학, 활동대가성 장학 등 일부 장학은 등록금 초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8. 입시장학과 별개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 장학으로 지급합니다.

9.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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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안내 
 

가. 서울캠퍼스

개요

   서울캠퍼스 기숙사는 생활관(세화원)기숙사(432명)와 행복기숙사(1,000명)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의 보금자리로서 공부하고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숙사에는 휴게실(세미나실), 체력단력실, 실별 화장실 및 샤워실, 인터넷 등 최신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편의

시설
   휴게실, 세미나실, 세탁실, 편의점(매점), 체력단련실 등

선발

방법

   기숙사 입사자는 합격자 중 서울지역 출신을 제외한 학생 중 가정형편,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입사신청은 매학기 입사선발공고 참조).

문의처

세화원(http://sewhahall.khu.ac.kr) ☎ 02)961-9476~7 Fax 02)961-9479 E-mail  khsd9476@khu.ac.kr

행복기숙사(http://happydorm.khu.ac.kr) ☎ 02)961-0376 Fax 02)965-9668 E-mail  happyhouse@khu.ac.kr

나. 국제캠퍼스 

개요

   국제캠퍼스는 신입생 및 재학생 선발 기숙사(제2기숙사)와 재학생 선발 기숙사(우정원)가 있으며 약 3,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2기숙사는 신입생 거주 기숙사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적의 면학환경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1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공간을 갖추고 2개 동(남자동, 여자동)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기숙사는 신입생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학생들의 생활적응 지원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매 학기 생활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기숙사생(약 10%)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생활관 봉사단, 생활관 축제(바자회, 글로벌 축제 등) 운영

- 사감, 조교, 생활멘토(학생)가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며 주기적인 상담 및 교류를 통해 불편사항 해결 및 고민상담 지원

- 동창, 친구, 지인 등과 룸메이트 신청 제도 운영

편의

시설

   제2기숙사 : 휴게실, 세미나실, 독서실, 다목적실, 코인세탁실, 취식실, 무인 복사실, 택배보관실, 학생식당, 편의점, 카페 등

   우정원 : 휴게실, 세미나실, 취식실, 다목적실, 코인세탁실, 무인 복사실, 은행, 서점, 편의점, 카페, 푸드코트, 빨래방 등

※ 상세 내용은 우정원 및 제2기숙사 홈페이지 참고

선발

방법

   제 2기숙사는 신입생 선발 기숙사로서 정시 합격 신입생은 입사신청 시 선착순으로 선발됩니다(2인 1실 기준).

   신입생 입사모집 기간에 제 2기숙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입사신청을 해야 합니다(단, 공실 발생 시 신입생 선착순 우선 선발).

   모집기간 : 1월 초부터 ~ 2월 중순까지 제 2기숙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지  

     신청방법 : 제 2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2.khu.ac.kr) 메인화면 [입사신청] 메뉴에서 신청(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입사기간 : 학기입사(1학기 2월말~6월 중순 / 2학기 8월말 ~ 12월 중순)와 연간입사(2월말~익년 1월말) 중 선택 가능

문의처 제 2기숙사(http://dorm2.khu.ac.kr) ☎ 1811-0770 (1번) Fax 031-206-8338 E-mail  dorm2@khu.ac.kr

※ 기타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처(☎1544-282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본 정시모집 요강의 최종본은 원서접수 이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khu.ac.kr)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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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문(등용문)

02. 경희의료원

03. 치과병원

04. 치과대학

05. 의과대학

06. 의학계열 전문도서관

07. 약학대학

08. 행복기숙사(여자동)

09. 세진원(법학전문대학 기숙사)

10. 세화원(기숙사)

11. [지하]푸른솔 문화관/지하주차장

[지상]경희남중·고 운동장

12. 경희남중·고등학교

13. 아름원(행복기숙사)

14. 한의과대학/이과대학/간호과학대학

15. 대운동장

16. 네오르네상스관/경희사이버대학교

17. 교시탑

18. 청운관

19. 호텔관광대학

20. 경희여중·고등학교

21. 경희초등학교

22. 선동호

23. 미술대학/경희미술관

24. 국제교육원

25. 생활과학대학

26. 신문방송국/대학주보사

27. 미원관

28. 본관

29. 중앙도서관/중앙박물관

30. 노천극장

31. 크라운관(음악대학)

32. 학생회관

33. 경희유치원

34. 무용학부관

35. 오비스홀(경영대학)

36. 정경대학

37. 문과대학

38. 교수회관

39. 평화의 전당

40. 법과대학

41. 제2법학관

42. 법학부속관

43. 후문/(구)한의과대학

44. 자연사박물관

45. 삼의원(기숙사)

서울캠퍼스  
 

S E O U L  C A M P U S

버  스  1222(초록), 273, 201(파랑), 동대문 01, 02(초록)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회기역 하차 (마을버스 1번 환승)교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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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캠퍼스
   

G L O B A L  C A M P U S

01. 정문(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문)

02. 애지원

03. 르네상스공원

04. 우정원

05. 인조잔디구장/지하주차장

06. 공학관

07. 원자로센터

08. 실습공장동

09. 체육대학관

10. 외국어대학관

11. 경희공원

12. 멀티미디어교육관 . 글로벌관

13. 제2기숙사

14. 대운동장

15. 도예관

16. 원예생명공학 온실

17. 선승관

18. 생명과학대학관

19. 실습농장동

20. 실험연구동

21. 예술 . 디자인대학관

22. 국제 . 경영대학관

23. 학생회관

24. 중앙도서관(대학본부)

25. 사색의 광장

26. 주차장/노선버스종점

27. 종합운동장

28. 야구경기장 

29. 평화노천극장

30. 연못

31.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32. 국제학관

33. 우주과학교육관(천문대)

교통 안내 버  스  강남역 : 1550-1, 5100     잠실역·강변역 : 1112     사당역 : 7000     서울역환승센터 : M5107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경희대) 하차(9번 버스 환승 또는 도보 20분)



서울캠퍼스 입학처

Web http://iphak.khu.ac.kr
Tel 1544-2828
Fax 02-961-0049
E-mail khsa0035@khu.ac.kr
Address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회기동)

국제캠퍼스 입학처

Web http://iphak.khu.ac.kr
Tel 1544-2828
Fax 031-204-8105
E-mail khwa5034@khu.ac.kr
Address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