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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전형별 요약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1     정시모집 주요사항

가. 수능 성적반영영역 및 반영방법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능

반영

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모집 
단위

영어 국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가/나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제2 
외국어
/한문

전체
모집 
단위

(300점)
국어, 수학, 탐구 중 2개 우수영역 

백분위 점수 (700점)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의 1과목으로 인정 

※ 탐구과목은 1과목만 인정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나. 반영방법

    1)  영어영역(환산점수×3.0) + 국어, 수학, 탐구영역 중  

2개 우수영역(백분위 점수×3.5) = 1,000점

    2)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2 75 55 42 30 0

    3)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0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가/나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제2 
외국어
/한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1)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영역 백분위 점수×3.33) + 1 = 1,000점

    2)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3)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나. 학제개편

명칭 변경 및 통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학과(부) 학과(부) 전공/트랙

학과 명칭 변경
복지신학과 기독교사회복지학과 -

외식경영학과 외식조리학과 -

학과 통합

생명공학과 + 가정교육과
바이오헬스케어융합학부 
(2학년 전공 선택)

식품영양학
헬스케어생명공학

실용음악과 + 피아노과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학과 통합
(트랙 운영)

정밀응용과학부 + 신소재공학과 신소재·화장품공학부
신소재공학
화장품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게임공학과

지능SW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정보보안학
•게임공학

IoT
빅데이터

AR/VR
사이버보안
웹/모바일SW

Check Point

Check Point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전형별 요약

06



1. 정시모집 주요사항 2.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요약 3.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요약

구분

정원 내 정원 외

수능위주 수능위주

일반전형 면접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모집인원(명) 수시모집 미충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추후 공지)

복수지원 모집군별 복수지원 가능

교차지원 문/이과 교차지원 가능

지원자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한 자

전형요소 및 비율 수능 100%
수능 60% +  
면접 40%

수능 100% 수능 100% 수능 10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제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 × ◯ ◯ ×

지원자격관련서류 × × ◯ × ◯

구분

정원 내

실기/실적위주

실기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아트앤웹툰학과

공연예술학부

레저스포츠학과

실용음악전공 클래식피아노전공

모집인원(명) 25 9 8 6

복수지원 모집군별 복수지원 가능

교차지원 문/이과 교차지원 가능

지원자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한 자 국내고, 특성화고

전형요소 및 비율
수능 30% + 
실기 70%

수능 20% + 실기 80%
교과10% + 출결5% + 

실적35% + 면접10% + 

실기40%

전형방법 일괄합산

제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 × × ◯

지원자격 관련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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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전형별 요약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1. 1. 6.(수)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함.

※ 수능위주 일반전형, 면접전형은 수시 미충원 발생 시 이월인원에 한하여 선발함.

※ 각 전형별 상세 내용은 해당 전형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반드시 확인

※ 체육특기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의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한 자

※ 특성화고란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수능100%

농어촌학생

수능100%

특성화고교
졸업자

수능100%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정원 외
수능위주 

실기70%

수능

30%
아트앤

웹툰학과

실기80%

수능
20%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정원 내
실기/실적위주

교과
10%

출결
5%

실적
35%

면접
10%

실기
40%

레저스포츠학과

정원 내
수능위주 

수능100%

일반
전형

수능60%

면접
40%

항공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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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시모집 주요사항 2.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요약 3.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3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가. 모집단위  (단위:명)

단과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및 트랙 계열 학과 특징
정원 내 정원 외

입학
정원

이월
인원

모집
인원

수시 정시 수시

인문
사회
대학

교직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인문
사회

사회복지학 + 기독교학 + 중등교사(교직) + 상담학 30 30 30 0

117

교직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국문학의 세계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35 35 35 0
교직  중국학과 중국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 + 3+1 교환학생 제도 64 64 64 0
일본학과 일본어 + 해외취업 활성화 36 36 36 0

교직   글로벌외국어 
자율전공학부

영어영문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
스페인어·중남미학

자유로운 외국어 트랙제로 3개의 언어 전문가에 도전 90 1 91 91 0

경찰법학과 경찰학/법학 15과목 이수 후 경찰특채 응시자격 부여 60 1 61 61 0
행정학과 행정학/공무원 정부・공기업에 경쟁력을 가진 최고의 공공인재양성 60 60 60 0
교직   심리상담학과 4차 산업 속 최고의 인문학, 교사, 임상심리사 36 36 36 0
사범  유아교육과 65년 전통, 임용고사 19년 26명, 20년 24명 합격 35 35 35 0

경영
대학

경영학과 지역 강소기업 집중 공략, 실무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90 2 92 92 0
무역물류학과 관세사, 물류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 지도 65 1 66 66 0
전자상거래학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선정 40 40 40 0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9년 연속 세계축제이벤트협회 최우수 학부과정 금상  
축제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교수진 60 60 60 0

호텔레저경영학과 해외 인턴쉽 후 취업 활성화 63 63 63 0
항공운항과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및 항공분야 취업률 91.2% 49 49 49 0

자연
과학
대학

외식조리학과

자연
과학

창조적 조리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외식경영과 유통관리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조리전문가 양성 60 60 60 0

바이오의약학부
생물의약학/
바이오·의생명공학

교육부 2018년 산업계 관점 평가 바이오의약분야 최우수학과 65 65 65 0

바이오헬스케어
융합학부

식품영양학/
헬스케어생명공학

영양사에서 생명공학연구원까지 다양한 꿈의 실현 55 55 55 0

원예산림학과
원예산림분야 공무원 100여명 배출, 스마트팜·산림교육전문가, 
플로리스트 양성 40 40 40 0

간호학과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충남대병원 등 높은 취업률 65 65 65 0
실버보건학과 초고령사회의 취업유망 직종, 보건복지 인력 양성의 메카 41 41 41 0

AI·
SW
창의
융합
대학

전자공학과

공학

컴퓨터, 통신, 멀티미디어분야 취업 활성화 53 1 54 54 0
AI·전기공학과 AI(인공지능)/전기공학 높은 전기기사 합격률, 전국 최초 AI 트랙 개설 50 50 50 0

지능SW공학부

정보통신공학
SW 중점대학 메인트랙 5가지

IoT/빅데이터/(AR/VR)/사이버보안/(웹/모바일SW) 중 관심트랙 선택

70 70 70 0
컴퓨터공학 86 86 86 0
정보보안학 60 60 60 0
게임공학 55 55 55 0

드론·철도·건설
시스템공학과

드론로봇공학/
스마트응용소프트웨어공학/
철도건설시스템공학

드론로봇전투단 전문특기병 코스 
드론로봇 + 철도특성화대학 선정 90 90 90 0

신소재·화장품 
공학부

신소재공학/
화장품공학

핵심소재 산업전문가 양성 
화장품의 기획에서 개발까지 화장품 산업 전과정 운영 75 75 75 0

문화
예술
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
실내건축학

한국건축학교육 인증 취득 5년제 건축학전공과 대전·충청 유일의 
4년제 실내건축학전공 60 60 60 0

교직   조경학과 NCS 과정평가형 이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조경기사를 취득하는 
특성화 학과 27 27 27 0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사회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방송·미디어분야 최우수학과 40 40 40 0

의류패션학과
자연
과학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의류설계생산, 텍스타일 분야의 체계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46 46 46 0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체능

365일 24시간 스튜디오 개방, 전국 최초 드론 촬영 수업 프로그램 31 31 31 0
교직   아트앤웹툰학과 회화·웹툰/디자인 회화, 웹툰, 디자인 중 원하는 트랙을 선택 61 61 36 25

교직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젊은 뮤지션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현장과 교직설치전공 33 33 24 9
클래식피아노 학생맞춤 전공실기교육, 중등교사·예술교육 관련 자격증 교과과정 25 25 17 8

레저스포츠학과
생활스포츠지도사,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케팅전문가 등 분야별 
로드맵 시스템 운영 47 47 41 6

계 2,048 6 2,054 2,006 48 117

※ 건축학부는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합니다. 건축학은 5년제, 실내건축학은 4년제입니다.
※ 바이오헬스케어융합학부는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합니다.
※ 지능SW공학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이후 IoT/빅데이터/(AR/VR)/사이버보안/(웹/모바일SW) 5개의 트랙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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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Ⅰ.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전형별 요약     

나.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단위:명)

단과
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및 트랙 계열
모집
인원

정원 내 정원 외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수능위주

일반 면접 실기
체육

특기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가 군 나 군 다 군 나 군 다 군 나 군

　
인문
사회
대학

교직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인문
사회

30 0 
교직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35 0 
교직   중국학과 64 0 
일본학과 36 0 

교직   글로벌외국어 
자율전공학부

영어영문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
스페인어·중남미학

91 0

경찰법학과 경찰학/법학 61 0
행정학과 행정학/공무원 60 0 
교직   심리상담학과 36 0 
사범  유아교육과 35 0 

경영
대학

경영학과 92 0 
무역물류학과 66 0 
전자상거래학과 40 0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60 0
호텔레저경영학과 63 0 
항공운항과 49 0

자연
과학
대학

외식조리학과

자연
과학

60 0 

바이오의약학부
생물의약학/
바이오·의생명공학

65 0 

바이오헬스케어
융합학부

식품영양학/
헬스케어생명공학

55 0 

원예산림학과 40 0 
간호학과 65 0 
실버보건학과 41 0 

AI·
SW
창의
융합
대학

전자공학과

공학

54 0 

AI·전기공학과 AI(인공지능)/전기공학 50 0 

지능SW공학부

정보통신공학 70 0 
컴퓨터공학 86 0 
정보보안학 60 0 
게임공학 55 0 

드론·철도·건설
시스템공학과

드론로봇공학/
스마트응용소프트웨어공학/
철도건설시스템공학

90 0

신소재·화장품공학부 신소재공학/화장품공학 75 0 

문화
예술
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실내건축학 60 0 
교직   조경학과 27 0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사회

40 0 

의류패션학과
자연
과학

46 0 

광고사진영상학과

예체능

31 0 
교직   아트앤웹툰학과 회화·웹툰/디자인 61 25

교직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33 9
클래식피아노 25 8

레저스포츠학과 47 0 6
계 2,054 0 0 0 0 42 6 0 0 0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1. 1. 6.(수)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합니다.
※ 정원 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만 모집하며, 2021. 1. 6.(수)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합니다.
※ 건축학부는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합니다. 건축학은 5년제, 실내건축학은 4년제입니다.
※ 바이오헬스케어융합학부는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합니다.
※ 지능SW공학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이후 IoT/빅데이터/(AR/VR)/사이버보안/(웹/모바일SW) 5개의 트랙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3.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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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구분 해당전형(모집단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전 모집단위
2021. 1. 7.(목) 
    ~ 1. 11.(월) 20:00까지

- 유웨이어플라이
- 공통원서접수 홈페이지
-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서류제출 해당 모집단위 해당자에 한함
2021. 1. 7.(목) 
    ~ 1. 15.(금) 17:00 도착분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가능)

면접
고사

나  군 면접전형 - 항공운항과 2021. 1. 26.(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추후 공지 
(http://enter.pcu.ac.kr)에서

※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비 차원
실기
고사

나  군 체육특기자전형 - 레저스포츠학과 2021. 1. 26.(화)

다  군 실기전형 - 아트앤웹툰학과 2021. 2. 2.(화)

다  군
실기전형 -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2021. 2. 2.(화)

최초합격자 발표 •2021. 2. 6.(토)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

최초합격자 등록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 2. 10.(수) 17:00까지

충원합격자 발표 •2021. 2. 10.(수) ~ 2. 18.(목) 21:00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2021. 2. 10.(수) ~ 2. 19.(금) 차수별 지정 시한까지

※  위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enter.pcu.ac.kr)에 공지합니다.

※ 추가모집기간: 2021. 2. 22.(월) ~ 2. 27.(토) 21:00까지

1. 전형일정 2.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Ⅱ.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안내 3.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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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Ⅱ.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안내

2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기간: 2021. 1. 7. 목  ~ 1. 11. 월   20: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별도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공통원서 접수 홈페이지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 042-520-5000, 042-520-1885)

라. 원서접수 방법 및 서류제출(별도 원서교부 및 방문접수 불가)

1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 공통원서 접수 홈페이지 /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5 전형료 결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 결제 완료 후 입학원서 수정 불가

6 접수 확인 전형유형에 따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 확인

7 추가서류 제출용 봉투표지 인쇄
(해당자에 한함)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서류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겉면에 부착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

3 배재대학교 선택 원서작성
•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입력 순서대로 원서작성

•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은 사진 업로드 필수

4 입력사항 확인
• 입력자료 최종 확인

• 원서접수 착오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지원자 본인 책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미등록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2) 본교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본교 ㉮군, ㉯군, ㉰군 모두 지원 가능).

3)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취소, 지원사항(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수정 및 전형료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재차 확인바랍니다.

5)  시스템 접속의 과부하로 인한 미 접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이 때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원서 작성 시 기재(입력)사항 누락, 오기, 입력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과 연락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 두절되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지원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이메일)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입시도우미-개인정보변경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Fax 발송).

8)  접수 시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입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9)  면접고사,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는 원서접수 시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10)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정보에 대하여 입학업무와 관련된 메일 및 SMS 발송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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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2.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3. 전형료 

3     전형료 

전형유형(모집단위) 전형료 접수 수수료 합계

수능

위주

•일반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27,000원

5,000원

(인터넷 

접수대행 

수수료)

32,000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0원

(27,000원 감액)
5,000원

•면접 45,000원 50,000원

실기/실적

위주

•실기 - 아트앤웹툰학과,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체육특기자
60,000원 65,000원

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4항 및 제5항 [전형료 반환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 제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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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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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귀책사유, 타 대학과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며, 반환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대상자가 단순 결시한 경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마.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지원인원이 같거나 미달되어,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 일부를 환불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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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Ⅲ. 지원자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모든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나.  각종 고사 안내, 등록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enter.pcu.ac.kr)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나.  입학원서의 모든 입력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접수된 지원 서류는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고등교육법 제34조의 제4항)로 인한 경우 외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학 입학팀으로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입학안내 홈페이지 개인정보변경신청서 작성 후 발송).

마.  본인의 귀책사유(전화번호 잘못 기재,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3    복수지원 허용 범위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본교 정시모집 ㉮군, ㉯군, ㉰군에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군 내에서는 하나의 전형,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 우리 대학에 지원한 경우 다른 대학의 같은 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라.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4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관련 유의사항

가.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된 ‘고사장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수험생은 고사 당일 공적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공인자격증〕은 고사시간 중에는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다.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고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라.  우리 대학은 장애 수험생을 위해 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실시 전,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을 받아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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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는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본인이 직접 조회 및 확인해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별도의 합격자 발표 공지(개별 연락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  개별 연락을 통해 충원합격자 발표를 하는 경우, 연락처별 각 3회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 시 다음 후보자에게 

충원합격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6    이중등록 금지

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경우,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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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나. 1개의 대학에 등록한 후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한 경우

     -  충원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경우: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즉시 등록포기 신청을 한 후 충원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 충원합격한 대학을 포기할 경우: 충원합격한 대학에 즉시 등록포기 의사(신청)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최초합격, 충원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 

(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불합격 및 입학 취소 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나.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다.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라. 고사별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

마. 지원한 전형 유형 내 모집단위에서 실시하는 고사 중 1개라도 결시한 자

     예시) 실기전형 공연예술학부(클래식피아노) 실기고사 2개 과제 중 1개만 응시한 경우 결시 처리

8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나.  교육부에서는 입학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학전형 자료 및 제출서류는 일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모든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 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학생부 사본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마.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정시모집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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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Ⅳ.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Ⅴ.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가.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이메일, 학생부 및 검정고시 자료, 졸업(예정)연도, 환불 계좌 등

나. 학교 정보: 고교명, NEIS 코드, 고교 전화번호 등

2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입시관리를 위한 대학 기록물에 대하여 10년 보존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배재
대학교

대학본부
(학사, 경리 업무부서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고교명 등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장학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부) 성명,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지원 및 등록 위반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자 출신 고교 성명, 합격학과 등 진학자료 작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아울러,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원서접수 위탁을 실시합니다.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공통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3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필수항목으로 받고 있으며, 비동의 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선택항목인 학생부 및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에 비동의 시 우리 대학 입학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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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합격증, 등록금 납부통지서는 개별통보·우편 발송하지 않고 입학안내 홈페이지(enter.pcu.ac.kr)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구분 최초합격자 충원합격자

합격자 발표 2021. 2. 6.(토) 예정 2021. 2. 10.(수) ~ 2. 18.(목) 21:00까지

합격자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7:00 2021. 2. 10.(수) ~ 2. 19.(금) 17:00까지

※  충원합격자의 합격 통보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합격자 발표공지(개별 통보)가 있는 경우에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2    합격자 발표 방법: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enter.pcu.ac.kr)에 공고합니다.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모든 지원자는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후보자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정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다수의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입학이 취소됩니다.

다.  전액 장학생으로 최종 등록금이 ‘0’원인 경우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전액장학생 등록”을 클릭하여야 정시모집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마.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됩니다.

4    충원합격 발표 및 등록 안내 사항

가. 최초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예비후보 순위로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나.  별도의 합격자 발표공지를 통한 개별 충원합격 통보는 우선적으로 수험생에게 전화로 실시하니 사전에 등록여부에 관하여 

가족 간 충분한 상의 후, 전화통보 시 등록 및 등록포기 의사를 말해야 하며, 등록포기자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다.  개별 충원합격 통보는 본교 충원녹취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라.  충원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수험생은 충원합격 발표기간 중 항시 연락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입학원서 작성 시 연락처(본인 휴대폰, 자택, 추가 연락처 등)를 

빠짐없이 정확히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바.  충원합격자에 대한 개별 유선 통보 시 대학의 노력(연락처별 각 3회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어 충원합격 사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후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합니다.

※ 충원합격 세부일정과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에 공지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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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정원 내_  수능위주

일반전형 - 가 / 나 / 다 군 모집인원 000명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은 [p. 10] 참조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21. 1. 6.(수) 예정]

수능

100% 전형방법
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전형방법: 수능성적 100%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방법 수능성적 전형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100%)

[최고 1,000점/최저 0점]
1,000점 미적용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4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5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학과 기재 후 발송합니다.

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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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_  수능위주

면접전형 - 나 군 항공운항과 모집인원 0명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은 [p. 10] 참조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21. 1. 6.(수) 예정]

수능

60%

면접 

40%

전형방법

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2  전형방법: 수능성적 + 면접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방법 수능성적 면접 전형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일괄합산
60% (60%)

[최고 600점/최저 0점]
40% (40%)

[최고 400점/최저 0점]
1,000점 미적용 면접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

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항공운항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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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4  면접고사
※ 면접고사에서 평가관이 자격미달로 판정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평가요소 배점비율 유의사항 면접방법

이미지 메이킹 36%
•단정한 복장 착용(교복착용 가능):  상의 - 단색 셔츠 및 블라우스 

하의 - 스커트 및 바지

•머리모양:  이마와 귀가 보이는 단정한 머리, 긴머리는 단정하게 

귀가 보이도록 묶음

   ※ 부적절한 경우:  파마머리, 이마를 가린 산발한 머리, 염색머리

•여학생 화장: 기초화장만 합니다.

   ※ 부적절한 경우: 진한 색조화장

•기타 준비사항:  밝고 맑은 미소, 크고 명확한 목소리, 자신 있게 

기본적인 자기소개 준비

다대다 면접, 

10분 ~ 15분 내외 
질의응답

전공 및 외국어 학습능력 32%

인성 32%

5  면접고사 일정

학과 일시 소집장소

항공운항과
2021. 1. 26.(화)

(소집시간 입학안내 홈페이지 개별조회)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 
추후 공지

6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7  유의사항 

가. 면접고사 지원자는 면접고사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나. 면접고사 미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모집단위 지원인원이 미달이거나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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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정원 외_  수능위주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최종 모집군 및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21. 1. 6.(수) 예정]

수능

100% 전형방법

1  지원자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한국사 응시 필수)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세부유형 관련 법률 및 자격

중·고 교육과정
(6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6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학교 포함)한 자

초·중·고 교육과정
(12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 

<농어촌지역 재학·거주 인정기준>
[중·고 교육과정(6년)]

① 인정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입니다.

②  중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중학교에 재학했거나 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중·고등학교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농어촌지역 학교가 아니어도 인정합니다.

③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어도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촌지역 재학>으로 인정합니다.

④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모·학생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불인정합니다. 단, 이 기간 중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거주>로 인정하되 동일지역 

내에서라도 거주지를 이전하면 <농어촌지역 거주>로 불인정합니다.

⑤  중학교 재학기간 중학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중학교 재학>으로 인정하나, 이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는 입학 당시 농어촌지역이 아니므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재학>으로 불인정합니다.

⑥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학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재학>으로 인정합니다.

⑦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재학 및 거주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입학 후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⑧ 부·모의 사망 또는 부·모 이혼의 경우 친권자(후견인)를 부모와 같은 자격으로 심사하여 인정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12년)]

① 인정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입니다.

②  이외 사항은 [중·고 교육과정(6년)] ②~⑦의 기준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 전(全) 과정에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단, 부·모 관련 재학·거주 인정 자격기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형방법: 수능성적 100%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방법 수능성적 전형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100%)

[최고 1,000점/최저 0점]
1,000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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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4  대상자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2020. 12. 7.(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대상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동의자 별도 제출 없음

온라인 비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교육과정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중·고 교육과정
(6년)

(부/모/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사항 기재) 각 1부 (총 3부)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초·중·고 교육과정
(12년)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사항 기재) 1부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2021. 1. 7.(목) ~ 1. 15.(금) 도착분 /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가능)

※ 최종합격자 입학 후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사항 기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최종합격자는 입학 후 제반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6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학과 기재 후 발송합니다.

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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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수능

100% 전형방법

정원 외_  수능위주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
최종 모집군 및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21. 1. 6.(수) 예정]

1  지원자격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한국사 응시 필수)

※ 단,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  단, 기준학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인 경우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우리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

※ 모집학과(부)별 동일계열 기준학과 현황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총론의 기준학과명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자연과학대학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AI·SW창의융합대학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문학예술대학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모든 기준학과

2  전형방법: 수능성적 100%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방법 수능성적 전형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100%)

[최고 1,000점/최저 0점]
1,000점 미적용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

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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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4  대상자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2020. 12. 7.(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대상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동의자 별도 제출 없음

온라인 비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2021. 1. 7.(목) ~ 1. 15.(금) 도착분 /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가능)

5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6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학과 기재 후 발송합니다.

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추천자 혹은 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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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수능

100% 전형방법

1  지원자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한국사 응시 필수)자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전형방법: 수능성적 100%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방법 수능성적 전형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100%)

[최고 1,000점/최저 0점]
1,000점 미적용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

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정원 외_  수능위주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특별전형
최종 모집군 및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21. 1. 6.(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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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4  대상자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2020. 12. 7.(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해당서류

1부

 •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인터넷 또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제출서류 발급기준: 지원자격별 서류가 아닐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2021. 1. 7.(목) ~ 1. 15.(금) 도착분 /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가능)

5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6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학과 기재 후 발송합니다.

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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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정원 내_  실기/실적위주

실기전형- 다 군 
아트앤웹툰학과,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아트앤웹툰학과,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세부 인원은 [p. 10] 참조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마감 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021. 1. 6.(수) 예정]

모집인원 42명

수능

30%

실기 70%

전형방법

수능

20%

실기 

80%

전형방법

1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한국사 응시 필수)

2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안은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수능성적 실기 반영방법 전형총점

아트앤웹툰학과
30% (30%)

[최고 300점/최저 0점]
70% (70%)

[최고 700점/최저 0점]
수능 + 실기 1,000점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20% (20%)

[최고 200점/최저 0점]
80% (80%)

[최고 800점/최저 0점]
수능 + 실기 1,000점

공연예술학부(클래식피아노)
20% (20%)

[최고 200점/최저 0점]
80% (80%)

[최고 800점/최저 0점]
수능 + 실기 1,000점

3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반영영역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

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아트앤웹툰학과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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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4  실기고사

가. 아트앤웹툰학과

    1) 과제별 출제형식 및 배점비율

과제(크기/재료) 출제형식 배점비율 고사시간

발상과 표현(4절)

주제 당일 발표

100% 4시간

사고의 전환(3절)

기초디자인(4절)

석고소묘(3절) 아그립파, 비너스, 줄리앙 중 당일 추첨

정물수채화(4절) 
• 기본물체: 화병, 꽃, 천

• 추첨물체: 건어물, 과일, 채소, 인형, 전화기 중 3개 당일 추첨

인물수채화(3절) 화지방향 세로, 당일 모델 선정

스토리만화(4절)
주제 당일 발표

• 채색(수채화 또는 아크릴칼라), 말풍선 사용 가능, 마카 사용 가능

상황표현(4절)
주제 당일 발표

• 채색(수채화 또는 아크릴칼라), 마카 사용 가능

•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스토리만화, 상황표현 과제 출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

•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스토리만화, 상황표현 과제 추첨: 실기 고사일 당일 문제은행 출제문제 중 추첨

• 문제은행 방식 출제문제 공개 시기: 실기 고사일 기준 3개월 전(2020. 11. 2.(월)) 입학안내 홈페이지(enter.pcu.ac.kr) 공개

    2) 유의사항

• 이젤, 용지, 화판, 압정을 제외한 실기용품은 본인 지참

• 화보집,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이를 사용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나.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1) 출제형식 및 배점비율

전공 모집인원(명) 출제형식 배점비율

보컬 3 자유곡 1 곡 100%

피아노(실용), 드럼/퍼커션,
베이스(콘트라베이스 포함),

기타, 관악기
3 자유곡 1 곡 100%

작곡 및 음향레코딩 3
공통: 주어진 선율에 코드 붙이기 50%

자작곡 또는 자유곡 연주와 본인제작 음원 시연 중 택 1 50%

※ 전공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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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2)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모든 곡은 암보로 노래 및 연주

• 연주악보 1부 제출(실기고사 당일)

•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악기는 본인이 지참

• 보컬 전공은 반주자 동반 가능

• 모든 전공은 반주용 MR(CD, 스마트폰, USB) 사용 가능

• 당일 본교 수험생은 반주 불가

• 음악적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은 추가 요구 및 심층 면접을 할 수 있음

악기 전공 
유의사항

•  기타(guitar) 전공 지원자들은 오버 드라이브나 퍼즈 계열의 이펙트 중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페달 이펙트에 한함)

 작곡 및 음향레코딩  
유의사항

• 주어진 선율에 코드 붙이기 시험 시간: 총 60분 

• 작곡 및 음향레코딩의 자작곡 혹은 자유곡 연주는 모든 악기 사용 가능

다. 공연예술학부(클래식피아노)

    1) 출제형식 및 배점비율

출제형식 배점비율

Sonata 빠른 악장 1곡 50%

자유곡(Etude 포함) 1곡 50%

    2) 유의사항

• 실기고사 과제는 암보로 연주

5  실기고사 일정

모집단위 일자 소집장소 및 시간 

아트앤웹툰학과 2021. 2. 2.(화)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 
추후 공지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

2021. 2. 2.(화) 
공연예술학부(클래식피아노)

합격자 발표 2021. 2. 6.(토)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enter.pcu.ac.kr)

6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7  유의사항 

가. 실기고사 지원자는 고사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등)을 필히 지참합니다.

나. 실기고사 미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모집단위 지원인원이 미달이거나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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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정원 내_  실기/실적위주

체육특기자전형- 나 군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세부 인원은 [p. 10] 참조  

모집인원 6명

교과 10%

출결 5%
면접 10%

실적 35%
실기 40%

전형방법

1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제규모대회나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세부모집단위(종목) 모집인원 자격기준

양궁 2명  개인 3위 또는 단체 3위 이내 입상자(남)

볼링 4명  개인 또는 단체 5위 이내 입상자(단체의 경우 경기에 출전한 자에 한함)(남/여)

2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안은 실질반영비율

전형방법 교과 출결 면접 실적 실기 전형총점

일괄합산
10% (10%)

[최고 100점/ 
최저 60점]

5% (5%)
[최고 50점/ 
최저 30점]

10% (10%)
[최고 100점/ 
최저 60점]

35% (35%)
[최고 350점/ 
최저 210점]

40% (40%)
[최고 400점/ 
최저 240점]

1,000점

3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세부 사항은 [p. 33~35] 참조 

모집단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점수산출
활용지표

반영교과 과목 수
반영비율/

점수
반영교과 과목 수 

반영비율/
점수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우수한 과목 순

5
50%

(500점)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교과 중 우수한 과목 순
5

50%
(500점)

석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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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군 

면접전형
㉯군 항공운항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실기전형
㉰군 

체육특기자전형 
㉯군

4  실적배점표
가. 양궁                                                       (단위: 점)   나. 볼링                                                        (단위: 점)

등위
양궁

개인 단체

국제규모대회출전 350 350

1위 340 340

2위 330 330

3위 320 210

등위
볼링

개인 단체

국제규모대회출전 350 340

1위 340 330

2위 330 320

3위 320 310

4위 310 300

5위 300 210

5  출결 배점표

출석등급 A B C D E

결석일수(일) 0 1~2 3~6 7~12 13 이상

배점(점) 50 45 40 35 30

6  면접고사

평가항목 반영비율 면접방법

학업(운동) 의지 25%

다대일 면접, 10 ~ 15분 내외 질의응답
잠재역량 25%

자세(태도) 25%

가치관 25%

7  실기고사 내용

가. 양궁(최고점 400점 / 최저점 240점)

    1) 70m 20발과 30m 20발을 슈팅하여 점수합산으로 평가한다(1발당 10점 만점).

        - 동점자일 경우 골드수가 많은 사람을 선발한다.

        - 골드수도 같을 경우에는 70m 골드수가 많은 사람을 선발한다.

    2) 표적지는 대한양궁협회의 공인된 표적지를 사용한다.

나. 볼링(최고점 400점 / 최저점 240점)

    1) 3게임 평균에 대한 배점표(200점)                                                                  (단위: 점)

점수 250 이상 240~249 230~239 220~229 210~219 200~209 190~199 180~189 170~179 160~169

배점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점수 150~159 140~149 130~139 120~129 110~119 100~109 90~99 80~89 70~79 60~69 59 이하

배점 160 156 152 148 144 140 136 132 128 1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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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전형별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2) 자세 및 정확성과 숙련도에 관한 배점표(200점)                                                    (단위: 점)

구분 매우 우수(200) 우수(180) 보통(160) 부족(140) 매우 부족(120)

스페어 처리 자세
및 정확성, 숙련도

스윙 폼, 볼의 정확성, 타이밍 정확성, 스페어 처리 숙련도

4가지 요소
모두 우수

4가지 요소 중

3가지 우수
4가지 요소 중

2가지 우수
4가지 요소 중

1가지 우수
4가지 요소
모두 부족

※ 스페어 처리 자세 및 정확성, 숙련도는 한 게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8  전형일정

구분 일자 내용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2021. 1. 26.(화)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 

추후 공지

합격자 발표 2021. 2. 6.(토) 예정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enter.pcu.ac.kr)

9  대상자별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2020. 12. 7.(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대상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동의자 별도 제출 없음

온라인 비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자원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경기 실적 증명 대한체육회장 또는 가맹단체장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1부

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2021. 1. 7.(목) ~ 1. 15.(금) 도착분 /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가능)

10 동점자 처리 기준: 세부 사항은 [p. 36] 참조

11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성명,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학과 기재 후 발송합니다.

나.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마. 지원자는 고사 당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합니다.

바.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미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사. 모집단위 지원인원이 미달이거나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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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및 배점

가. 수능 성적 반영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총점
한국사
(필수)

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 1,000점
가산점
부여

※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영역으로 인정 

※ 탐구영역은 우수한 1과목만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한국사는 가산점 부여

※ 미응시 과목은 0점 처리함

나. 반영방법: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백분위 점수×3.33 ) + 1 = 1,000점

다.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점) 100 96 90 86 84 70 56 40 0

라. 한국사 가산점 배점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가산점(점) 10 10 10 10 10 9 8 7 6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및 배점(체육특기자전형에 한함)

가. 교과성적 반영과목 및 비율

모집단위
계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점수산출
활용지표

반영교과 과목 수
반영

비율/점수
반영교과 과목 수 

반영
비율/점수

해당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중 우수한 과목 순

5
50%

(500점)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교과 중 우수한 과목 순
5

50%
(500점)

석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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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나. 교과성적 반영방법

    1) 반영교과 중에서 석차등급이 높은 과목 순으로 반영

       •고등학교 전 학년 과목 중에서 반영

       • 같은 과목이어도 학기가 다른 경우 별도의 과목으로 인정(예: 국어 교과군에 국어 과목을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이수한 경우 국어 교과군의 과목은 2개 과목으로 인정)

    2) 등급점수 산출방법: 과목별 석차등급 배점 × 이수단위

       •과목별 석차등급에 해당하는 배점 반영(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등급이 같은 경우 학년이 높은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반영 

          (단, 이수단위도 같은 경우는 전산에서 임의로 선택)

       • 반영 과목은 이수단위가 2 이상인 과목만 반영하며, 반영 과목이 없는 경우(한국사 포함)에는 9등급, 이수단위는 1단위로 처리

       •반영 과목은 지원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수 과목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선택

    3) 교과등급별 배점기준

교과목(영역)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일반교과 석차백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배점(점) 100 97 92 89 85 80 70 65 60

    4) 총점 산출방법: 1,000점을 만점으로 계산하여 반영비율에 따라 값을 곱하여 환산 처리

모집전형 반영교과 산출방법 점수(점)

체육특기자전형
레저스포츠학과

국어, 영어, 수학 (5과목 등급점수 합 ÷ 반영교과 이수단위 수 합) × 5 500점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 한문 (5과목 등급점수 합 ÷ 반영교과 이수단위 수 합) × 5 500점

계 1,000점

    5) 학년별 과목 가산점: 반영 교과목 10개 중 2, 3학년 과목에 부여

        - 반영방법: 총점으로 가산점 부여(2학년 과목 한 과목 당 1점, 3학년 과목 한 과목 당 2점)

    6) 기타 

        - 소수점 처리는 계산 단계별로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3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석차등급 적용

가.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석차등급을 적용(단, 동석차가 있는 과목은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

나. 과목석차백분율: 석차/이수자 수×100

다. 중간석차백분율: [석차+(동석차 인원 수-1)/2]/이수자 수×100

라. 학기별 과목석차만 있는 경우에만 과목별 석차백분율 환산하여 석차등급 적용(전산 처리)

마. 이후 성적 처리 절차는 교과성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Ⅶ.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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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교 지정 반영교과 및 교과목

가. 2015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

교과 2015 교육과정 교과목

국어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심화수학Ⅰ, 심화수학Ⅱ,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독해와작문, 영어Ⅱ,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읽기

한국사 한국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과윤리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지역이해, 한국사회의이해, 비교문화, 세계문제와미래사회, 국제관계와국제기구, 현대세계의변화,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연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과학, 융합과학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생태와환경

제2외국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Ⅱ, 베트남어Ⅱ

심화영어회화Ⅰ, 심화영어회화Ⅱ, 심화영어Ⅰ, 심화영어Ⅱ, 심화영어독해Ⅰ, 심화영어독해Ⅱ, 심화영어작문Ⅰ, 심화영어작문Ⅱ, 전공기초독일어, 
독일어회화Ⅰ, 독일어회화Ⅱ, 독일어독해와작문Ⅰ, 독일어독해와작문Ⅱ, 독일어권문화, 전공기초프랑스어, 프랑스어회화Ⅰ, 프랑스어회화Ⅱ, 
프랑스어독해와작문Ⅰ, 프랑스어독해와작문Ⅱ, 프랑스어권문화, 전공기초스페인어, 스페인어회화Ⅰ, 스페인어회화Ⅱ, 스페인어독해와작문Ⅰ, 
스페인어독해와작문Ⅱ, 스페인어권문화, 전공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Ⅰ, 중국어회화Ⅱ, 중국어독해와작문Ⅰ, 중국어독해와작문Ⅱ, 중국문화, 
전공기초일본어, 일본어회화Ⅰ, 일본어회화Ⅱ, 일본어독해와작문Ⅰ, 일본어독해와작문Ⅱ, 일본문화, 전공기초러시아어, 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어회화Ⅱ, 러시아어독해와작문Ⅰ, 러시아어독해와작문Ⅱ, 러시아문화, 전공기초아랍어, 아랍어회화Ⅰ, 아랍어회화Ⅱ, 아랍어독해와작문Ⅰ, 
아랍어독해와작문Ⅱ, 아랍문화, 전공기초베트남어, 베트남어회화Ⅰ, 베트남어회화Ⅱ, 베트남어독해와작문Ⅰ, 베트남어독해와작문Ⅱ, 베트남문화

한문 한문Ⅰ, 한문Ⅱ

※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

나. 2009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

교과 2009 교육과정 교과목

국어
국어, 국어Ⅰ, 국어Ⅱ,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문학Ⅰ, 문학Ⅱ, 매체언어, 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Ⅰ, 화법과작문Ⅱ, 독서와문법, 
독서와문법Ⅰ, 독서와문법Ⅱ, 고전, 통합국어Ⅰ, 통합국어Ⅱ

외
국
어

영어
영어, 공통영어, 영어10-a, 영어10-b,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Ⅱ, 영어독해, 영어독해Ⅰ, 영어독해Ⅱ, 영어작문,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영어독해와작문,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 실용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 심화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Ⅰ, 심화영어회화Ⅱ, 심화영어독해Ⅰ, 
심화영어독해Ⅱ, 심화영어독해와작문, 심화영어작문, 기초영어, 영어청해, 영어권문화Ⅰ, 영어권문화Ⅱ, 영어문법, 실무영어, 실용영어회화

제2 
외국어

독일어Ⅰ, 독일어Ⅱ, 독일어회화Ⅰ, 독일어회화Ⅱ, 독일어독해, 독일어독해Ⅰ, 독일어독해Ⅱ,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어권문화Ⅰ, 
독일어권문화Ⅱ, 독일어문법, 기초독일어, 독일어청해,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프랑스어회화Ⅰ, 프랑스어회화Ⅱ, 프랑스어독해, 프랑스어독해Ⅰ, 
프랑스어독해Ⅱ,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권문화Ⅰ, 프랑스어권문화Ⅱ, 프랑스어문법, 기초프랑스어, 프랑스어청해,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스페인어회화Ⅰ, 스페인어회화Ⅱ, 스페인어독해Ⅰ, 스페인어독해Ⅱ, 스페인어작문, 기초스페인어, 스페인어청해, 스페인어독해, 
스페인어권문화, 스페인어권문화Ⅰ, 스페인어권문화Ⅱ, 스페인어문법, 중국어Ⅰ, 중국어Ⅱ, 중국어회화Ⅰ, 중국어회화Ⅱ, 중국어독해Ⅰ, 
중국어독해Ⅱ, 중국어작문, 기초중국어, 중국어청해, 중국어독해, 중국문화, 중국문화Ⅰ, 중국문화Ⅱ, 중국어문법, 일본어Ⅰ, 일본어Ⅱ, 
일본어회화Ⅰ, 일본어회화Ⅱ, 일본어독해Ⅰ, 일본어독해Ⅱ, 일본어작문, 기초일본어, 일본어청해, 일본어독해, 일본어문법, 일본문화, 일본문화Ⅰ, 
일본문화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어회화Ⅱ, 러시아어독해Ⅰ, 러시아어독해Ⅱ, 러시아어작문, 기초러시아어, 
러시아어청해, 러시아어독해, 러시아문화, 러시아문화Ⅰ, 러시아문화Ⅱ, 러시아어문법, 아랍어Ⅰ, 아랍어Ⅱ, 아랍어회화Ⅰ, 아랍어회화Ⅱ, 
아랍어독해Ⅰ, 아랍어독해Ⅱ, 아랍어작문, 기초아랍어, 아랍어청해, 아랍어독해, 아랍문화, 아랍문화Ⅰ, 아랍문화Ⅱ, 아랍어문법, 베트남어Ⅰ, 
베트남어Ⅱ, 베트남어회화Ⅰ, 베트남어회화Ⅱ, 베트남어독해Ⅰ, 베트남어독해Ⅱ, 베트남어작문, 베트남문화, 에스파냐어Ⅰ, 에스파냐어Ⅱ

수학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수학Ⅰ, 수학Ⅱ, 생활수학, 실용수학, 일반수학, 미분과적분, 확률과통계, 이산수학, 수학의활용, 
미적분과통계기본,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 해석, 기하, 실업수학Ⅰ, 실업수학Ⅱ, 고급수학,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미적분, 미적분Ⅰ, 미적분Ⅱ, 
기초수학, 인문수학, 자연수학, 인문통합수학, 자연통합수학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필수), 사회, 공통사회, 사회Ⅰ, 사회Ⅱ, 국사, 인간사회와환경,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인문지리, 국토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정치, 법과사회,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이해, 동아시아사, 정치경제, 일반사회,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관계와국제기구, 
세계문제, 비교문화, 사회과학방법론, 한국의사회와문화, 국제법, 지역이해, 인류의미래사회, 역사, 도덕,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과학
과학, 공통과학, 과학Ⅰ, 과학Ⅱ, 생활과학, 생활과과학,  물리, 물리Ⅰ, 물리Ⅱ, 화학, 화학Ⅰ, 화학Ⅱ, 생물,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생명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고급물리, 물리실험, 고급화학, 화학실험, 고급생명과학, 생명과학실험, 고급지구과학, 지구과학실험, 환경과학, 
과학사및과학철학, 정보과학, 과학사, 전자과학,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과제연구Ⅰ, 과제연구Ⅱ, 현대과학과기술, 원서강독, 워크숍, 과학철학

※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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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Ⅷ. 사정원칙        Ⅸ.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는 아래의 처리 
기준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수능위주 일반전형, 특별전형]

순위 일반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1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반영된 2개 우수영역 평균 성적 우수자

2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반영된 1번째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3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2번째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4 수능 한국사 등급 우수자

5 수능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2번째 우수과목 성적 우수자

[수능위주 면접전형]

순위 면접전형 

1 면접 점수 우수자

2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반영된 2개 우수영역 평균 성적 우수자

3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반영된 1번째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4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2번째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5 수능 한국사 등급 우수자

[실기/실적위주 전형]

순위 실기전형 체육특기자전형

1 실기 점수 우수자 실적 점수 우수자

2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반영된 2개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실기 점수 우수자

3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반영된 1번째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면접 점수 우수자

4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포함) 중 2번째 우수영역 성적 우수자 교과 점수 우수자

5 수능 한국사 등급 우수자 전체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이 높은 자

※ 점수의 기준은 우리대학 반영방법에 따른 성적 점수를 산출합니다.

2  충원최종단계까지 동석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3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불법・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가 있는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교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또는 등록인원 미달로 인한 결원은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입생 전형절차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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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배재대학교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pcu.ac.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중등록 금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되어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정시모집 등록 및 등록포기

가.  정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정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충원합격 포함)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

     

1 배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접속

2 지원자 로그인 
(본교 수험번호,  
이름, 생년월일)

3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4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업무를 하지 않습니다(은행 업무시간에만 환불 처리됨).

    2) 2021. 2. 28.(일) 17:00 이후의 신청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자퇴로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환불일정 추후 공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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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1   생활관 안내

- 수용인원: 1,680명

- 입사자격: 대전지역 이외의 거주자

- 신입생 선발기준: 입학성적 60% + 거리 40%
- 신입생 선발인원: 수시 / 정시모집 합격자 중 등록 기간에 생활관 신청을 받아 성적순으로 선발

[2020년 기준]

건물명 성별 구분 관리비용(학기당) 비고

PAITEL A 
 (여학생)

여

2인실(장애인실) 660,000원

•옷장, 책장, 침대 일체형으로 구성

•복지시설
- 휴게실
- 인터넷카페
- 체력단련실(탁구장, 헬스실)
- 미니세미나실
- 생활편의시설
- 편의점
- 문화공간
- 코인세탁기 및 건조기 등

2인실 660,000원

3인실 610,000원

PAITEL B 
 (남학생)

남

2인실(장애인실) 660,000원

3인실 610,000원

4인실 560,000원

목련관 남 4인실 480,000원

집현관 남/여 4인실 480,000원

서재필관 남/여 2인실 800,000원

※ 서재필관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입니다.

※ 식비는 생활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비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및 생활관 환경 개선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2020년 기준]

구분 입학금 한 학기 수업료 합계

인문사회계열

일반학부(과)

175,000원

3,193,000원 3,368,000원

유아교육과 3,409,000원 3,584,000원

전자상거래학과 3,312,500원 3,487,500원

항공운항과 3,517,500원 3,692,500원

이학계열
일반학부(과) 3,600,500원 3,775,500원

간호학과 3,877,000원 4,052,000원

공학·예체능 계열 3,993,000원 4,168,000원

※ 2021학년도 등록금은 2021년 1월 이후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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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제도  

가.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최초합격자에 한하여 성적장학금을 지급합니다(배재하워드장학금 제외).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은 정원 내외 구분 없이 선발합니다.

   ※  수능 이외의 실기와 면접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전형(실기전형, 체육특기자전형)은 ‘전체수석 및 단과대학 수석’의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부(과) 성적우수장학금은 최초 모집인원 10명 중 1명의 장학생이 배정됩니다.

•‘배재하워드장학금’ 지급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자에 한합니다.

■  성적 우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 혜택뿐만 아니라, 진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능동적인 자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내장학금 60여종, 교외장학금 40여종, 총 10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약 70%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 장학금 신청기간 및 절차

     1) 장학금 신청기간

•교내외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입생은 3월 초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교내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학 중에는 매 학년도 학기 말인 6월, 12월에 교내장학금을 신청·접수하여 다음 학기에 학비감면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2) 장학금 신청절차(입학 후 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방법

통합정보
시스템

‘신규’ 
선택

[학적-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선택

예금주(학생 본인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장학-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선택

‘저장’을 선택하여 신청 
완료하고 출력하지 않아도 됨

※  단, 장학금 및 선발기준(입학안내 홈페이지-<장학안내>)을 참고하여 ‘제출서류’가 안내된 경우는, ‘교내장학금신청서’를 출력하고 해당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내장학금 신청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장학-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승인구분’에 「승인」이 입력되어 있으면 신청 완료 상태임

• 제출처: 교무처 학사지원팀(배재21세기관 213호) 연락처: Tel. 042-520-5221, 5223, 5420
   주   소: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21세기관 213호 학사지원팀(장학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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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다. 장학금 종류 (입학안내 홈페이지 <장학안내> 참조)

     1) 교내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모집구분 장학금액

배재아펜젤러  
장학금

전체수석
신입생(수시) 4년 등록금 면제

신입생(정시) 4년 등록금 면제

배재학당 이사장  
장학금

단과대학 수석
신입생(수시) 2년 등록금 50% 

신입생(정시) 2년 등록금 면제

배재대학교총장  
장학금

학부(과) 수석
신입생(수시) 

1년 등록금 50% 
신입생(정시) 

학부(과) 성적우수
신입생(수시) 

1학기 등록금 50% 
신입생(정시)

배재하워드  

장학금

수능성적 2개 영역 이상에서 
국어, 수학, 영어 각각 1등급 이내

신입생
4년 등록금 면제  
(학기당 학습장려금 300만원 추가 지급)

수능성적 2개 영역 이상에서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이내

신입생 2년 등록금면제

수능성적 2개 영역 이상에서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이내

신입생 1년 등록금면제

학생부종합 
(배양영재)전형
우수장학금

입학성적 1~3위 신입생 최초학기 150만원

입학성적 4~8위 신입생 최초학기 100만원

입학성적 9~15위 신입생 최초학기 70만원

대전·세종지역고등학교
졸업자 장학금

대전·세종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일반고, 
특성화고) 중 정원 내 최초합격한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최초학기 150만원

충남·충북지역고등학교
졸업자 장학금

충남·충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일반고, 
특성화고) 중 정원 내 최초합격한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최초학기 100만원

창의융합특기자 장학금 SW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1년 등록금 면제
(1학기 학점 3.0이상 유지 시 2학기 수혜)

SW우수 장학금 지능SW공학부 SW 우수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학기 60만원

특기(경연)장학금
본교 주최 경연대회입상자 중 장학증서에 따라  
장학금 지급(장학증서 첨부)

신입생

대상: 1년 등록금 면제  

1위: 최초학기 등록금 면제  

2위: 최초학기 50% 면제 
(단, 음악경연대회는 학과기준에 따라 적용)

체육특기 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입학학기 등록금 면제

만학도 장학금 입학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편입생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학생에게 최초학기 
등록금 면제, 2~8학기는 등록금 20%

편입학 장학금 편입학 학생에게 지급 편입학
전적대학 성적기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재입학 장학금 재입학 학생에게 지급 재입학 입학금 면제

배재가족자녀 장학금
부 또는 모가 배재중, 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녀에게 지급

신입생 입학금 면제

배재사랑 장학금

장애인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30% (중복수혜가능)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지급 등록금 30% (중복수혜가능)

한가족 장학금
본교에 한가족(2촌 이내) 중 2인 이상이  
동시 재적 시 재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30% (중복수혜가능)

새터민 장학금 새터민가정인 경우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교직원 복지  
장학금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정규직)의  
자녀에게 정규학기까지 지급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 시와 
동일하게 지급.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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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대상 모집구분 장학금액

법인교직원 복지  
장학금

본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정규직)의  
자녀에게 정규학기까지 지급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 시와 
동일하게 지급.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한하여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면제

교육직계 장학금
전국교육회 산하 교육자 자녀에게 지급 
(초, 중, 고 교사 자녀)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20만원, 중복수혜 가능) 

교역직계 장학금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20만원, 중복수혜 가능) 

※ 기타 교내장학금은 우리대학 학사가이드 - 장학금 및 선발기준 참조(http://guide.pcu.ac.kr)

※  배재아펜젤러장학금, 배재학당이사장장학금, 배재대학교총장장학금, 배재하워드장학금은 재학 중 3.7이상,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유지 

시 수혜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 및 선발기준 참조(http://guide.pcu.ac.kr)

     2)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선발시기에 따라 선발기준, 성적제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교외장학금은 금액, 선발기간 등이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학자금 대출 안내 (2020-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 만 35세 이하의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C학점 상당) 이상 

•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 

• 소득분위 9분위 이상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C학점 상당) 이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학부모의 자녀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C학점 상당) 이상 충족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

대출금리  • 연 1.85%(매 학기 변동금리) • 연 2.0%(고정금리) • 무이자 

상품특징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월별 균등분할 상환

기타 • 특별추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에게 대학에서 학생별 추천,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가능

4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제도  

   [2020학년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다전공 제도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은 학생이 입학한 학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을 추가하여 이수하는 것을 의미함

   - 학위증에 제2전공명 기재 
   ▶ 복수전공: 모든 학과(전공) 이수 가능(단, 5년제 건축학전공, 간호학과는 제외)
   ▶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전공 개설 현황 및 교육과정 참조

•신청시기: 매 학기 공고된 기간 

•신청자격: 소속학과(전공)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이수가능: 다전공 신청은 최대 제3전공(본인전공 포함)까지 가능 

부전공 제도

•부전공은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함

   - 학위증에 부전공명 명시  

•대상학과, 신청자격, 신청 시기는 복수전공과 동일 

※ 문의: 학사지원팀 Tel. 042-5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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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사 안내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5   교직과정 이수제도  

 [2020학년도 기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교직과정이란

      중등학교 교사로서 올바른 인격과 교육관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재학기간 중 교직과정의 충족요건을 갖추게 되면 졸업 시 교원자격증(해당 교과 교사자격)을 취득합니다.

 교직과정 설치학과

단과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문사회대학

기독교사회복지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종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국어

중국학과 중국어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영어영문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 
스페인어·중남미학)

영어
스페인어

심리상담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문화예술대학

조경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아트앤웹툰학과 미술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 클래식피아노)

음악

 교직과정 이수과목 안내

구분 이수과목(무시험 검정 기준) 비고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 2회 이상

 향후 진로계획

-  중등교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주전공 과목에서 해당 교과에 대한 중등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도 다전공(복수전공) 과목에 대하여 중등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학생이 심리상담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국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되는 전문상담교사·중등교사 임용시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정 선발과정을 거쳐 교육 관련 현장(사립학교, 교육청 

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학사지원팀 Tel. 042-520-5217, 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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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2020학년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2021학년도 성적산출방법

등록
인원

후보
순위

최종
합격
순위

이월
인원

최초등록자 최종등록자

2021학제 2020학제 평균 최저
표준
편차

최고 평균 최저
표준
편차

기독교사회복지학과 8 34 4.25 672.42 633.71 36.21 723.62 665.64 592.75 45.95 8 14 6 0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10 35 3.50 740.27 716.96 34.28 803.54 677.81 589.42 76.44 7 31 21 3

중국학과 28 87 3.11 717.27 663.68 54.22 913.43 611.58 400.61 97.35 27 81 53 1

일본학과 12 23 1.92 715.02 667.01 44.76 720.29 581.25 344.00 130.97 11 21 9 1

글로벌외국어자율전공학부 35 211 6.03 748.95 720.29 37.24 786.89 709.07 660.35 31.87 33 113 78 2

경찰법학과 6 97 16.17 807.98 796.88 9.10 816.86 799.66 773.57 18.17 6 10 4 0

행정학과 12 59 4.92 756.92 723.62 32.60 813.53 722.71 670.34 48.28 11 33 21 1

심리상담학과 2 8 4.00 794.72 765.91 40.74 765.91 738.11 710.30 39.32 2 3 1 0

유아교육과 - - - - - - - - - - - - -

경영학과 32 122 3.81 749.20 710.30 34.94 796.88 684.37 603.74 46.52 29 80 48 3

무역물류학과 16 65 4.06 707.59 683.66 14.60 736.94 679.58 623.72 35.52 16 45 29 0

전자상거래학과 15 67 4.47 693.65 670.34 19.50 700.31 675.81 657.02 13.42 14 27 12 1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10 116 11.60 755.59 723.62 35.77 730.28 685.46 653.69 26.94 10 49 39 0

호텔레저경영학과 10 37 3.70 708.30 690.32 11.66 713.63 659.02 597.08 41.92 10 28 18 0

항공운항과 1 12 12.00 740.27 740.27 0.00 647.03 647.03 647.03 0.00 1 4 3 0

외식조리학과 11 39 3.55 682.66 670.34 10.63 703.64 676.91 650.36 17.20 11 16 5 0

바이오의약학부 21 95 4.52 786.43 756.92 27.89 853.49 756.60 703.64 37.41 21 44 23 0

바이오헬스
케어융합학부

가정교육과 2 5 2.50 733.61 703.64 42.38 703.64 701.98 700.31 2.36 2 3 1 0

생명공학과 11 42 3.82 752.99 736.94 21.57 776.90 726.95 673.67 29.70 10 35 24 1

원예산림학과 6 34 5.67 761.92 710.30 53.23 710.30 687.66 670.34 19.33 5 13 7 1

간호학과 - - - - - - - - - - - - -

실버보건학과 5 19 3.80 726.75 710.30 10.49 730.28 650.36 550.46 72.19 5 17 12 0

전자공학과 13 55 4.23 755.41 733.61 25.35 786.89 683.69 517.16 74.32 12 50 37 1

AI·전기공학과 13 106 8.15 764.35 743.60 19.57 790.22 732.33 693.65 30.23 13 40 27 0

지능SW공학부

정보통신공학 9 54 6.00 753.59 726.95 40.48 750.26 719.46 693.65 21.34 8 28 19 1

컴퓨터공학 12 77 6.42 801.24 770.24 26.15 826.85 753.59 716.96 34.46 12 33 21 0

정보보안학 16 59 3.69 757.90 720.29 37.69 750.26 647.92 463.88 69.37 15 53 37 1

게임공학 5 37 7.40 809.53 773.57 32.58 843.50 735.28 683.66 74.24 4 18 13 1

드론·철도·건설시스템공학과 20 142 7.10 752.71 726.95 22.01 773.57 729.40 683.66 26.98 19 49 29 1

신소재·
화장품공학부

신소재공학과 10 45 4.50 738.27 713.63 23.87 790.22 706.87 670.34 35.12 10 26 16 0

정밀응용과학부 27 90 3.33 712.48 690.32 17.62 753.59 664.76 590.42 39.71 26 67 40 1

건축학부 12 55 4.58 783.01 753.59 33.02 833.51 755.41 716.96 33.01 11 23 11 1

조경학과 5 32 6.40 699.44 685.99 12.14 700.31 647.03 607.07 34.04 5 24 19 0

미디어콘텐츠학과 5 37 7.40 814.20 790.22 28.49 830.18 787.56 753.59 29.54 5 12 7 0

의류패션학과 10 52 5.20 756.92 720.29 37.51 763.58 695.98 650.36 42.65 10 26 16 0

광고사진영상학과 3 18 6.00 719.18 713.63 9.610 677.00 618.17 523.82 82.54 3 14 11 0

아트앤웹툰학과 31 178 5.74 184.25 197.81 40.63 241.77 175.87 253.76 41.33 31 57 26 0

공연
예술
학부

실용
음악

보컬 5 51 10.20 86.920 49.63 48.42 170.17 95.180 109.57 47.97 5 6 1 0

피아노/드럼 5 8 1.60 88.720 89.59 23.11 112.90 92.140 89.590 19.61 3 5 0 2

작곡/미디 3 11 3.67 111.68 103.24 15.49 102.24 111.68 103.24 15.49 3 3 0 0

클래식피아노 8 16 2.00 111.44 64.61 25.76 145.53 86.450 48.960 31.36 7 13 5 1

레저스포츠학과 - - - - - - - - - - - - -

※ 2021학년도 수능성적 계산법: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 중 우수한 영역 순 3개 영역 = 1,000점

※ 예체능계열 중 2020학년도 아트앤웹툰학과 300점 만점, 공연예술학부는 200점 만점

2020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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