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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정시모집�주요�사항 �

1.� 모집군별�모집단위

구분 모집단위

[가]군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아동학과,�언론영상학부,�교육심리학과

자연과학대학 식품응용시스템학부

미래산업융합대학
경영학과,�패션산업학과,�데이터사이언스학과,�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산업디자인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트앤디자인스쿨 공예전공�

[나]군

사회과학대학 스포츠운동과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현대미술전공,�시각디자인전공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다]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불어불문학과,�독어독문학과,�중어중문학과,�사학과,�

기독교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문헌정보학과,�행정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화학․생명환경과학부,�원예생명조경학과

 

2.� 수능� 반영영역�및� 비율�

구분 2021학년도

인문사회계열․
패션산업학과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자연계열

(패션산업학과�제외)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미술계열
(산업디자인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 중� 택� 3,� 각� 33.3%�

스포츠운동과학과
필수)� 국어� 33.3%,� 영어� 33.3%

선택)� 수학(가/나),� 탐구�중�택� 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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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요소� �    

4.� 수능� 한국사�가점제�반영

한국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고

일반계�가산점 5.00 5.00 5.00 4.95 4.80 4.50 4.00 2.00 0 400점� 만점

예체능�가산점 5.00 5.00 5.00 5.00 4.95 4.80 4.50 4.00 0 100점� 만점

5.� 수능� 영어�등급별�환산점수

영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고

환산점수 100 97 94 80 65 50 35 20 0 100점� 만점

6.� 정원외� 전형(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수시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에� 따라�

정시모집에서�수능� 100%로�선발할�수� 있으며,� 최종�확정인원은�정시모집�원서�접수�전� 본교�입

학처�홈페이지에�공고함.

7.� 학과�신설� :� 데이터사이언스학과(정시�가군�모집)

8.� 학과명�변경� :� 체육학과�→�스포츠운동과학과

※�이�모집요강에�쓰이는�용어와�그�의미는�아래와�같습니다.

1.� 전형유형� :� 일반학생전형,� 농어촌학생전형�등의�전형구분을�말합니다.

2.� 전형요소� :� 수능,� 실기고사�등을� 말합니다.

3.� 지원자격� :� 해당�전형에�지원할�수�있는� 자격요건을�말합니다.

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요소별�반영비율

수능 실기 총�비율

[가]군

일어일문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학과,�언론영상학부,�교육심리학과,�

식품응용시스템학부,�경영학과,�패션산업학과,�데이터사이언스학과,� �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소프트웨어융합학과

284 100% - 100%

산업디자인학과 12 60% 40% 100%

공예전공 13 40% 60% 100%

[나]군

스포츠운동과학과,�시각디자인전공 16 60% 40% 100%

현대미술전공 13 40% 60% 100%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38 100% - 100%

[다]군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불어불문학과,�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사학과,�기독교학과,�경제학과,�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수학과,�화학․생명환경과학부,�원예생명조경학과
223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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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정원
정시�모집인원

[가]군 [나]군 [다]군

인문사회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54 - - 22

영어영문학과�⌾ 54 - - 22

불어불문학과� 32 - - 10

독어독문학과 36 - - 12

중어중문학과�⌾ 36 - - 12

일어일문학과�⌾ 50 21 - -

사학과 32 - - 11

기독교학과 32 - - 6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과 54 - - 25

문헌정보학과�⌾ 36 - - 12

사회복지학과 50 20 - -

아동학과�⌾ 70 30 - -

행정학과 54 - - 24

언론영상학부
(디지털영상전공/저널리즘전공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전공)

80 36 - -

사범 교육심리학과�⌾ 30 13 - -

예체능 스포츠운동과학과 36 - 8 -

자연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32 - - 7

화학·생명환경과학부
(화학전공/생명환경공학전공)

90 - - 33

원예생명조경학과�⌾ 60 - - 27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식품공학전공/식품영양학전공)

100 36 - -

인문사회

미래

산업

융합

대학

경영학과�⌾ 90 36 - -

패션산업학과� 40 14 - -

자연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14

디지털미디어학과 72 29 - -

정보보호학과 60 23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40 12 - -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40 12 - -

-
아트앤
디자인
스쿨

현대미술전공 36 - 13 -

공예전공� 32 13 - -

시각디자인전공 36 - 8 -

인문사회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92 - 28 -

자연 자율전공학부(자연) 36 - 10 -

계 1,632 309 67 223

※�수시모집�등록결과에�따라서�미충원�인원을�포함한�최종� 모집인원은�달라질�수� 있습니다

� � � (확정된�모집인원은� 2021.1.5(화)� 본교�입학처�홈페이지에�게재).

※�정원외�전형(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수시모집�미충원인원이�있을�경우(미달�또는�미등록)�선발합니다.

※�⌾표시는�교직이수가�가능한�학과(학부)이며�교직이수�승인인원은�해당학과�입학정원의� 10%�이내입니다.
� � � � (단,� 교육부�승인인원�기준에�따라� 인원은�변동될�수�있으며�교육심리학과는�입학정원의� 100%)� �✡ 표시� :� 신설학과
※�지원은�모집단위별로�하며,� 학부로�입학한�경우는� 1학년�말�학부에�따라�소정의�절차를�거쳐�전공을�결정합니다.

※�자율전공학부로�입학한�경우,�교육심리학과�및�예체능계열�학과를�제외한�모든�학과�중�제1전공을�결정할�수�있습니다.

※�연계융합전공(복수전공으로�이수�가능)

� �

문예창작전공,�박물관학전공,�국제학전공,�청소년학전공,�데이터과학전공,�디지털융합경영전공,�도시환경예술디자인전공,�

글로벌문화산업·MICE전공,� 기업보안융합전공,�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바이오화장품공학전공,� 스마트농업공학전공



6

원서�접수�및�전형일정

구� � � � � 분 일� � � � � � 시 참�고�사�항

인터넷�원서� 접수

2021.� 1.� 7(목)� 10:00� ~

2021.� 1.� 11(월)� 17:00� 까지

※�입학원서�접수는�인터넷�접수만�실시함�

￭ 본교�입학처�홈페이지
� � � admission.swu.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
� � � www.uwayapply.com

� 서류� 제출
(서류제출대상자� :�아래�표�참고)

� 2021.� 1.� 7(목)� ~�

� 2021.� 1.� 12(화)� 17:00� 까지

� ※� 제출서류는�반드시�등기우편으로�송부

※�서류제출마감일(1.12)� 17시�입학팀� �
도착�분까지�인정

� ￭ 우)� 01797
� � �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621
� � � 서울여자대학교�입학팀�입시담당자�앞

실기고사

[가]군
�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

2021.� 1.� 15(금)

09:00∼13:00

� ￭ 실기고사�시간�및�장소는
� � � 실기고사� 3일�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

� ￭ 개별연락은�하지� 않음
� ￭ 공지된�개인별�실기고사�일정은
� � � 변경불가함

[나]군

� 스포츠운동과학과� �

� 현대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2021.� 1.� 21(목)

09:00∼13:00

최초합격자�발표
� 일반학생전형
�정원외�특별전형�

2021.� 2.� 5(금)
� ￭ 개별�연락은�하지�않음�
� ￭ 본교�입학처�홈페이지에서�확인

최초합격자�등록
2021.� 2.� 8(월)� 09:00� ~�

2021.� 2.� 10(수)� 16:00� 까지

� ￭ 우리은행(고지서�납부�또는�계좌이체)
� � � 또는�전국은행(계좌이체)에서�등록

� ￭ 합격통지서�및�등록금납부고지서는�
� � � 본교�입학처�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하여

� � � 출력

충원�합격자�발표
2021.� 2.� 10(수)� 20:00� ~

2021.� 2.� 18(목)� 21:00� 까지

� ￭ 충원합격자�등록기간은�합격자�조회� 시
� � � 안내� 예정

� ￭ 발표방법� :� 본교�입학처�홈페이지�발표�
또는�개별전화연락

� ￭ 우리은행(고지서납부�또는� 계좌이체)
� � � 또는� 전국은행(계좌이체)에서�등록

�※�충원합격자�발표� 일정�및�방법은�추후

� � � � 입학처�홈페이지�공지�예정�

서류제출대상자�

①� 외국고등학교�졸업(예정)자

②� 2012년� 2월�졸업자�혹은�이전� 졸업자�

③�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및�비대상자

④�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중�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

⑤�특별전형(정원외�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추후에�공지되는�개인별�실기고사�시간,� 장소는�임의로�변경이�불가합니다.

※�충원합격자�발표는�본교�입학처�홈페이지�발표�또는�개별통보(전화연락)�예정입니다.�자세한�충원합격자�발표일정�및�방

법은�추후�본교�입학처�홈페이지에서�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미확인으로�인한�불이익에�대한�책임은�지원자�본인에

게�있습니다.�

※� 상기�일정은�본교�사정에�의해�변경될�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로�전형요소가�다르므로�해당�전형에�대한�자세한�내용을�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http://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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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접수방법

1.� 인터넷�입학원서�접수기간� :� 2021.� 1.� 7(목)� 10:00� ~� 1.� 11(월)� 17:00까지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접수자� 폭주로� 인하여�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기�바랍니다.�

2.� 인터넷�입학원서�접수절차(공통�원서� 접수)

①�서울여자대학교�입학처�홈페이지
(admission.swu.ac.kr)

또는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접속�후�원서�접수�클릭� �

è

②�대입�표준공통원서�회원가입�및�

로그인

-� 기존� 유웨이어플라이에� 가입된� 수험생

도� 반드시� 표준공통원서� 신규� 회원� 가

입을�해야�함

-�보호자�등�타인�아이디로는�접수�불가

è

③�모집요강�및�원서�접수�유의사항�

반드시�확인

ê

⑥�전형료�결제

-�신용카드,�계좌이체�등 ç

⑤�모집군,�전형유형,�모집단위�등이�

정확히�입력되었는지�확인�후�저장 ç

④�인터넷�입학원서�작성

-�공통원서�및�서울여자대학교�추가원서

ê

⑦�접수�완료

è
⑧�수험표�출력

è
⑨�제출서류�송부

-�서류제출�해당자

- ‘등기우편발송용�봉투표지’�출력

3.� 인터넷�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시� 다른� 모집군([가],� [나],� [다]군)에� 복수지원� 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군� 내에서는�

1개�전형에� 1개의�모집단위에만�지원할�수�있습니다.

� 나.�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의� 입력이� 끝난� 후� 전형료에� 대한�전자결제를� 해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결제를�

하지� 않고� 원서작성만� 하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

은�본교에서�책임지지�않습니다.

� 다.� 전형료�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원서작성� 내용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결

제하기�전� 모든�작성내용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 미확인으로�인하여�불이익이�발생할�경우� 책임은�지

원자�본인에게�있습니다(모집단위�변경,� ‘군’� 변경� 등� 불가).

� 라.� 접수완료� 후� 출력한� 수험표� 분실� 시� 원서� 접수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하여� 수험표를� 재출력� 할� 수� 있으며�

실기고사�당일�수험표와�함께�신분증을�반드시�지참해야�합니다.

� 신분증�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사진이�부착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생년월일�및� 사진이�포함된�학생증(국내고교�재학생에�한함)� 중� 하나

� 마.� 일반학생전형�지원자는�원서를�포함한�별도의�서류를�제출하지�않습니다.�

단,� 다음� 서류제출�대상자의�경우�모든�사항을�입력한�후�인터넷�상에서� ‘등기우편발송용�봉투�표지’를�출

력하여�발송봉투�겉면에�부착한�후� 해당서류를�제출기한(2021.� 1.� 12(화)� 17시�도착� 분까지�인정)까지�본

교� 입학팀으로�제출해야�합니다.

� � � � ※� 제출서류�미비,� 제출기간�경과�등으로�생기는�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수험생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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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①�외국고등학교�졸업(예정)자

②� 2012년� 2월� 졸업자�혹은� 이전� 졸업자�

③�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및� 비대상자

④�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중� 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

⑤�특별전형(정원외�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자세한�사항은� p.24� 참조�

� 바.� 본교�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

공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하므로�별도의�수능성적표를�제출하지�않습니다.

� 사.� 접수된�전형관련�서류,� 전형료는�반환하지�않습니다.� 다만,� 지원자의�귀책사유가�아닌�불가항력적인�사유

로(p.32� 참고)� 전형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심의를�거친� 후� 해당� 전형료�전부� 또는�일부(원서�접수� 수수료�공제)를� 반환할�수�있습니다.

4.� 인터넷�원서� 접수� 시� 문의처

� ￭ 인터넷�접수에�필요한�자세한�내용은�아래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 인터넷�원서�접수� 장애�발생� 시� 문의처
� � � (회원가입,� ID� 및� 비밀번호�분실,� 원서작성�또는� 전자결제�문의사항�등� 원서�접수에�걸친�전반적인�사항�문의)

�

(주)유웨이어플라이 (우)06593� 서울특별시�서초구�고무래로� 6-6� 선경빌딩� 5층

TEL(문의)� :� 1588-8988� /� FAX� :� 02-2102-249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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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작성방법

•�입학원서�및�제출서류의�작성오류,� 기재사항�누락,� 판독불가�등으로�인하여�불리한�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

지원자�본인에게�책임이�있으니�신중을�기해�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시� 원서작성이�끝나고�전형료� 결제가�완료된�후에는� 절대로�원서작성�내용의�수정� 및� 취

소,� 전형,� 모집단위,� 세부� 실기과목� 등의� 변경이�불가하오니�결제하기� 전� 모든� 내용을�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않아서�불리한�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지원자�본인에게�책임이�있습니다.

•� 본교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업무를� (주)유웨이

어플라이에� 위탁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된� 개인정보�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는� 입시업무� 처리� 종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될� 예정입니다.� 단,� 합격자에� 한해�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및� 교내� 프로그램� 안내,� 장학생�

선발�등의� 목적으로�이용될�수�있습니다.

1.� 지원자�정보(공통�원서� 접수�시스템)

� � � � 가.� 이름� :� 학교생활기록부상의�성명을�한글로�정확히�작성합니다.

� � � � � � � [주민등록이나�수능원서에�기재된�성명과�다른� 경우� 증빙서류(기본증명서�원본)� 추가� 제출]

� � � �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작성합니다.

� � � � 다.� 연락처� :� 충원합격전화를�위한�휴대전화,� 추가번호를�빠짐없이�정확하게�기재하시기�바랍니다.

2.� 학교정보(공통�원서� 접수�시스템)

� � � � 가.� 재학/출신�고교명� :� 출신고교�고유번호는�교육부가�정한� 10자리의� NEIS코드입니다.

� � � � 나.� 고교�대표� 전화번호� :� 출신고교를�선택하면�자동으로�입력됩니다.

3.� 전형료�비례환불�계좌정보(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 � � � 가.� 등록포기� 시에도� 동일한� 계좌로� 환불절차가� 진행되오니� 정확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재하시

기�바랍니다.

� � � � 나.� 예금주는�지원자�또는� 보호자�성명으로�해야�합니다.�

4.� 지원사항

� � � � 가.� 지원�모집단위� :� p.5의� 모집단위를�참고하여�정확히�입력합니다.

� � � � 나.� 예체능계열�실기과목� :� 예체능계열�지원자는�해당�실기과목을�선택합니다.

5.� 사진

� � � � 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지원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므로� 원서� 접수� 전� 미리� 본인의� 사진� 파일을� 준

비하시기�바랍니다.

� � � � � � �

•사진크기� :� 최근� 3개월�이내� 상반신(어깨까지�나온)� 컬러사진(3cm×4cm)

•파일형태� :� JPG� 파일이어야�하며�크기는� 2MB�이내이어야�함

•유의사항� :� 해상도가�낮거나�크기가�너무� 작아�본인�식별이�어려운�사진은�불가

� � � � 나.� 원서사진은�실기고사�신분확인,� 학적부�등재용�등으로�사용됩니다.

� � � � 다.� 배경사진,� 옆모습,� 셀프카메라,� 선글라스�착용�등의� 사진은�사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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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자료�온라인�제공� 동의�여부

본교� 정시모집에�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

로�간주합니다.

7.� 전형기간�중� 연락처

� � � � 가.� SMS� 문자서비스를�통해�전형관련�정보를�안내해�드리므로�수신에�동의하시는�경우� ‘문자서비스�수신�

동의’를�선택하셔야�합니다.

� � � � 나.� 지원자는� 항상�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추가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락� 불가능

으로�인한�불이익은�본교가�책임지지�않습니다.

8.�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자료�온라인�제공� 동의� 여부

� � � � 가.� 교육부에서�제공하는�학교생활기록부�전산자료�온라인�제공�동의� 여부를�선택합니다.

� � � � 나.� [동의하지�않음]을�선택� 시,�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를�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 � � � 다.� 미제출�시,� 서류미제출자로�불합격�처리합니다.

� � � � 라.� 사본� 제출�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

며,� 지원자는�이에�따른�법률적�책임을�질� 수� 있습니다.

� � � � 마.� 2012년� 2월� 졸업자� 혹은� 이전� 졸업자는�학생부� 전산자료�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를�택하는�대상자가�

아니며� 반드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사본� 제출� 시,� 출신학교장�

직인으로�원본대조필�및� 간인을�반드시�날인).

9.� 수험번호� :� 전형료�결제� 이후� 인터넷�접수가�완료되면�자동으로�부여됩니다.

10.� 문의처� :� 서울여자대학교�입학팀�☎� (02)� 97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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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및� 등록

�

1.� 합격자�발표� 및� 등록

� � 가.� 합격자�발표� :� 2021.� 2.� 5(금)

� � 나.� 발표� 장소� :� 본교� 입학처�홈페이지(admission.swu.ac.kr)

� � 다.� 합격자�등록

� � � � 1)� 등록기간� :�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

� � � � 2)� 등록장소� :�우리은행(고지서납부�또는�계좌이체)�또는�전국은행(계좌이체)

� � � � 3)�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wu.ac.kr)로� 접속하여� 지원자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등을�입력하면�출력이�가능합니다.

� � � � 4)� 최초합격자의� 경우� 합격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

격여부를�확인하지�않아서�발생할�수� 있는�불이익에�대한�책임은�지원자�본인에게�있습니다.

� � � � 5)�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 불

합격자로�처리되어�차순위자로�충원하게�되므로�지정된�기간� 안에�반드시�등록하시기�바랍니다.

� � � � 6)� 장학대상자로� 선발되어� 납부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등록안내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아야�합니다.� �

2.� 미등록�충원� 안내(충원합격자�발표�및�등록)

� � 가.� 최초합격자� 등록기간이� 종료된�후(2021.� 2.� 10(수))� 미등록자가�발생할� 경우에는�본교의� 입학전형� 성적�

순위에�따라� 충원합격자를�선발하여�충원합니다.

� � 나.� 충원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등록할�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고�합격을�취소합니다.

� � � � � ※� 최종� 충원합격�통보마감일� :� 2021.� 2.� 18(목)� 21:00

� � � � � ※� 최종� 충원합격자� 등록마감일인� 2021.� 2.� 19(금)에는� 2.� 18(목)에� 통보한� 충원합격자의� 등록업무만을� 실

시하며,�본교� 등록�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21.� 2.� 18(목)� 20:00� 전까지� 본교� 입

학팀(02-970-5051∼4)으로� 연락하여� 소정의� 등록포기절차를� 거쳐야� 등록포기가� 됩니다.� 기일경과로�

인해�불리한�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지원자�본인에게�책임이�있습니다.

� � 다.� 충원합격자�통보�일정�

� � �

발표일시 등록기간 발표방법 등록장소

2021.� 2.� 10(수)� 20:00� ~�

2021.� 2.� 18(목)� 21:00�
합격자�발표�시�안내

본교�입학처�홈페이지�발표�

또는�개별전화연락

우리은행(고지서�납부�또는�계좌이체)

또는�전국은행(계좌이체)

※�충원합격자�발표일정�및� 방법은�본교� 입학처�홈페이지를�통해�공지하므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를�확인하지�않아서�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에�대한�책임은�지원자�본인에게�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업무가� 은행이나� 본교� 업무시간� 내에� 처리되므로�등록업무가� 종료된� 이후� 저녁� 또는� 심야

에�충원합격자�발표가�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최종�충원합격자�개별통보�시� 빠른� 의사결정(등록�또는� 포기)으로�충원이�조속히�완료될�수� 있도록�협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라.� 충원기간� 중에는� 충원합격에� 관한�연락이� 가능하도록�지원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해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 본교� 입학팀(02-970-505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재,� 입학원서� 상의� 연락처�

오기재,� 기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우리대학교의� 지속적인� 노력(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

우)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차점자에게� 합격을� 통보할� 수� 있으니� 연락두절에� 따른�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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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당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합니다.� 이러한�경우�모든�책임은�지원자�본인에게�있습니다.

� 마.� 충원합격자에�대한�전화통보�시� 전화통화�내용을�녹취할�수�있습니다.

� 바.� 충원합격자� 발표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최종� 확

정된�일정을�확인해야�합니다.

� 사.� 합격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 가능하며,� 본교�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재평가�여부를�결정할�수�있습니다.

� 아.� 정시모집에서�미달�또는�미등록�결원은�추가모집을�통하여�선발할�수�있습니다.�

3.� 등록금(2020학년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모집단위�또는� 소속대학 입학금 수업료 합� � 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스포츠운동과학과�제외),�

경영학과,�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458,000 3,490,000 3,948,000

스포츠운동과학과,�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경영학과,� 산업디자인학과�제외),�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458,000 4,189,000 4,647,000

산업디자인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458,000 4,886,000 5,344,000

※�위의�등록금(기타납부금은�제외된�금액임)은� 2020학년도�등록금이며,� 2021학년도�등록금은�추후�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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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전형안내� :� 수능(일반학생전형),� 실기(일반학생전형)

1.� 모집인원� :� 309명

2.� 모집단위

� �

단과대학 모집단위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자연과학대학 식품응용시스템학부

미래산업융합대학
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공예전공

3.�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동등� 이상의�학력이�인정된�자로�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자� � �

4.� 모집단위별�전형요소�반영비율�및� 선발방법

� � � 가.� 전형요소별�반영비율

   

모집단위 수능 실기 총�비율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제외)

100%

-

100%

최저� 0점 최고� 400점 최저� 0점 최고� 400점

산업디자인학과
60% 40% 100%

최저� 0점 최고� 60점 최저� 0점 최고� 40점 최저� 0점 최고� 100점

공예전공
40% 60% 100%

최저� 0점 최고� 40점 최저� 0점 최고� 60점 최저� 0점 최고� 100점

� � � 나.� 선발방법�

�   

모집단위 선발방법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제외)

반영영역의�백분위를�합산하여�총점�순으로�선발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 모집단위별�전�지원자를�대상으로�실기고사�실시�후� 전형요소의�총점�순으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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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요소별�반영방법�및� 평가방법

� �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1)� 반영영역

� � � � �

모집단위 반영영역 비고

일어일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수학� ‘가’� 가산점�

10%

식품응용시스템학부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과학탐구�가산점�

10%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 4개�영역� 중

3개�영역�각� 33.3%

�

�

� � � � 2)� 반영방법

�▪ 반영영역의�백분위를�영역별�점수환산�방법으로�환산하여�반영
�▪ 탐구영역반영
� � � � [예체능계열을�제외한�모집단위]

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제외)은� 2개�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백분위를�본교에서�선택하여�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사회탐구영역의�한�과목으로�대체� 불가

� � � �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

탐구영역은� 2개� 과목�중�상위� 1개�과목의�백분위를�본교에서�선택하여�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사회탐구

영역의�한�과목으로�대체� 불가

� �▪ 선택영역반영�
� � � � �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

� � � � � 선택영역은� 상위� 3개� 영역의� 백분위를�본교에서� 선택하여�반영.� 단,� 선택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의� 백분위가�동

일할�경우� 아래의�영역을�선택하여�반영

� � �

모집단위 백분위가�동점인�과목 반영�영역

산업디자인학과,� 공예전공
상위� 3개�영역의

백분위가�동점인�경우

영어� >�국어� >�수학� >�탐구영역�

순으로�반영

� � � � � �▪ 한국사�반영방법� :� p.4� 참조
� � � � � �▪ 수능�영어� 등급별�환산점수� :� p.4�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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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기고사�

    
� � �

� � �▪ 실기과목별�유의사항
모집단위 실기과목 유� � � � 의� � � � 사� � � � 항

공예전공

기초디자인

1.�작품의�표현은�문제로�제시된�사물에�충실하여야�한다.

2.�화지의�가로,�세로�방향은�문제에�제시된�조건을�따르도록�한다.

3.� 작품의� 표현에� 있어� 입체물� 제작� 및� 스프레이류(에어브러쉬,� 락카� 등)의� 사

용을�금한다.

4.�작품은�다른�수험생에게�피해를�끼치지�않는�범위�내에서�진행되어야�한다.

5.� 모든�수험생은�제시된�문제의�조건을�반드시�숙지하고�이에� 따라� 작품을�진

행해야�한다.

발상과�표현

1.� 화지의�가로,� 세로를�임의로�선택할�수�있다.

2.� 표현내용은�제시된�주제에�충실하여야�한다.

3.� 표현기법은�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사할�수�있다.�

사고의�전환

1.� 화지는� 2등분하여�사용한다.� 단,� 화지는�붙여진�상태로�등분한다.

2.� 왼쪽�또는�윗면은�뎃상을,� 오른쪽�또는�아랫면은�구성을�표현한다.

3.� 화지의�배치는�상하배치와�좌우배치�중�제시된�배치에�의한다.

4.� 뎃상의� 표현은� 제시된� 이미지에,� 구성의� 표현은� 제시된� 주제에� 충실하여

야�한다.

5.� 제시되는�주제는�수험생�개인별로�배부되는�별지에�명시된다.

6.� 사물의� 관찰을� 위하여� 사물의� 사진이� 수험생� 개인별로� 배부되는� 별지에�

명시된다.

7.� 표현기법은�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사할�수�있다.

산업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1.�작품의�표현은�문제로�제시된�사물에�충실하여야�한다.

2.�화지의�가로,�세로�방향은�문제에�제시된�조건을�따르도록�한다.

3.� 작품의� 표현에� 있어� 입체물� 제작� 및� 스프레이류(에어브러쉬,� 락카� 등)의� 사

용을�금한다.

4.�작품은�다른�수험생에게�피해를�끼치지�않는�범위�내에서�진행되어야�한다.

5.� 모든�수험생은�제시된�문제의�조건을�반드시�숙지하고�이에� 따라� 작품을�진

행해야�한다.

모집단위 실기과목 준비도구�및�재료
고사시간
(화지크기)

진행

방법

공예전공

(택� 1)

[기초디자인]

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주제해석과�표현

▪ 모든�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나,� 실기고
사� 종료� 시� 건조되어� 본인� 및� 타인의�

작품을�훼손하지�않아야�함

▪ 재료의� 부착을� 금하며,� 입체표현� 방법
은�사용할�수� 없음

4시간

(켄트지4절)
테이블

[발상과�표현]

주어진�주제에�대한�창조적�

발상과�기술적�표현

4시간

(켄트지4절)
테이블

[사고의�전환]

사물의� 관찰을� 통한� 사실적�

묘사와� 주제의� 주관적� 해석을�

통한�창조적�표현�

4시간

(켄트지3절)
테이블

산업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주제�해석과�표현

4시간

(켄트지4절)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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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전형안내� :� 수능(일반학생전형),� 실기(일반학생전형)

1.� 모집인원� :� 67명

2.� 모집단위�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스포츠운동과학과,� 현대미술전공,� � � � � � � �

� � � � � � � � � � � � � 시각디자인전공

3.�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동등� 이상의�학력이�인정된�자로�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자� � �

4.� 모집단위별�전형요소�반영비율�및� 선발방법

� � � 가.� 전형요소별�반영비율

모집단위 수능 실기 총�비율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100%
-

100%

최저� 0점 최고� 400점 최저� 0점 최고� 400점

� 스포츠운동과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60% 40% 100%

최저� 0점 최고� 60점 최저� 0점 최고� 40점 최저� 0점 최고� 100점

� 현대미술전공
40% 60% 100%

최저� 0점 최고� 40점 최저� 0점 최고� 60점 최저� 0점 최고� 100점

� � � 나.� 선발방법

� �

모집단위 선발방법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반영영역의�백분위를�합산하여�총점�순으로�선발

�스포츠운동과학과�

�현대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모집단위별�전�지원자를�대상으로�실기고사�실시�후� 전형요소의�총점�순으로�선발

� � � �

�

5.� 전형요소별�반영방법�및� 평가방법

� �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1)� 반영영역

� �

모집단위 반영영역 비고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과학탐구�가산점�

10%

스포츠운동과학과
� [필수]� 국어� 33.3%,� 영어� 33.3%

� [선택]� 수학(가/나),� 탐구�중�택� 1,� 33.3%

현대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 �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 4개�영역� 중

� � 3개�영역�각�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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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반영방법

�▪ 반영영역의�백분위를�영역별�점수환산�방법으로�환산하여�반영
�▪ 탐구영역반영
� � �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자연계열)]

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제외)은� 2개�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백분위를�본교에서�선택하여�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사회탐구영역의�한�과목으로�대체� 불가

� � � � [스포츠운동과학과,� 현대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탐구영역은� 2개� 과목�중�상위� 1개�과목의�백분위를�본교에서�선택하여�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사회탐구

영역의�한�과목으로�대체� 불가

� �▪ 선택영역은� 상위� 3개� 영역(스포츠운동과학과는� 상위� 1개� 영역)의� 백분위를� 본교에서� 선택하여� 반영.� 단,� 선택
영역에�해당하는�영역의�백분위가�동일할�경우�아래의�영역을�선택하여�반영

� � � �

모집단위 백분위가�동점인�과목 반영�영역

스포츠운동과학과 수학,�탐구영역의�백분위가�동점인�경우 수학

현대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상위� 3개�영역의�백분위가�동점인�경우 영어>국어>수학>탐구영역�순으로�반영

� � � � � �▪ 한국사�반영방법� :� p.4� 참조
� � � � � �▪ 수능�영어� 등급별�환산점수� :� p.4� 참조

나.� 실기고사

� � � � � 1)� 현대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 � � � �

모집단위 실기과목 출제내용 준비도구�및� 재료
고사시간
(화지크기)

진행
방법

현대미술전공

[발상과�묘사(색채)]

주어진�대상과�주제

에� 대해� 객관적� 묘

사와�주관적�묘사를�

혼용하여�표현함

택1

정물 ▪ 모든�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나,� 실기고사�
종료� 시� 건조되어� 본인� 및� 타인의� 작품

을�훼손하지�않아야�함

▪ 재료의� 부착을� 금하며,� 입체표현� 방법은�
사용할�수� 없음

4시간

(켄트지2절)
이젤

인물

시각디자인전공

[기초디자인]

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

는� 주제�해석과�표현

4시간

(켄트지4절)
테이블

▪ 실기과목별�유의사항� � �
모집단위 실기과목 유� � � � 의� � � � 사� � � � 항

현대미술전공

발상과�묘사

(색채)

(인물,� 정물�

공통)

1.�화지의�가로,�세로를�임의로�선택할�수�있다.

2.� 주제에�맞게� 다양하고�자유로운� 표현을�할� 수� 있으나,� 정물� 또는� 인물의� 형태를�

완전히�무시해서는�안�된다.

3.�배경처리는�임의로�한다.�

4.�정물�또는�인물에�학생은�절대�손을�댈�수�없다.

5.� 이젤의�위치는�변경할�수�없다.� 특별한�경우,� 다른�수험생에게�피해를�주지�않는�

최소한의�범위� 내에서�이젤의� 위치를�변경할�수� 있으나� 감독관의�허락을�받아야�

한다.

시각디자인전공 기초디자인

1.�작품의�표현은�문제로�제시된�사물에�충실하여야�한다.

2.�화지의�가로,�세로�방향은�문제에�제시된�조건을�따르도록�한다.

3.� 작품의� 표현에� 있어� 입체물� 제작� 및� 스프레이류(에어브러쉬,� 락카� 등)의� 사용을�

금한다.

4.�작품은�다른�수험생에게�피해를�끼치지�않는�범위�내에서�진행되어야�한다.

5.� 모든� 수험생은�제시된�문제의�조건을�반드시�숙지하고�이에� 따라�작품을�진행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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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스포츠운동과학과� :� 체력검사

� � � � �

실기고사�종목 준비물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매달리기 운동화,� 운동복
�

� � � � �▪ 종목별�유의사항
종�목 진행방법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 수험생은�앉은�자세에서�양발을�모아�무릎을�완전히�편� 후� 발바닥을�검사도구(sit� and�

reach� box)에�부착시킨다.�

-� 오른손을�왼손에�포갠�후�검사도구의�척도� 위에�올려놓는다.�

-� 윗몸위로�두�손을�서서히�뻗치면서�가능한�한� 멀리�닿도록�한다.�

-� 손을�앞으로�뻗칠�때�반동을�이용해서는�안�된다.�

-� 2회� 실시하여�좋은�기록을�검사기록으로�결정하며� 0.1cm단위로�측정한다.

-� 손톱이�긴� 학생은�손톱을�깎은�후�실시하도록�한다.

제자리�

멀리뛰기

-� 양발이�기준선을�넘지�않도록�평행하게�모아서�실시한다.

-� 뛰는�동작에서�발이� 기준선을�넘거나�이중� 발� 구름은�부정동작으로�간주한다.

-� 무릎과�팔을�이용한�예비동작과�멀리�뛰는� 공중동작은�자유롭게�한다.

-� 착지�시�측정판을�벗어나�몸이�뒤로� 낙하할�경우는�파울이다.

-� 계측은�기준선으로부터�신체�어느�부위든�가장�가깝게�낙하된�지점의�거리까지를�잰다.

-� 2회� 실시하여�좋은�기록을�검사기록으로�채택하며� cm단위로�측정한다.

-� 2회� 모두�파울일�경우�최하위�점수로�평가한다.

팔굽혀�

매달리기

-� 준비동작에서�바로잡기(overhand� grasp)방법으로�보조의자�위에� 서서�팔을�굽혀� 잡는다.�

이� 때� 손과�손목은�십일(11)자를�유지해야�한다.

-� 시작구령과�함께� 보조의자를�제거하여�매달린다.

-� 매달리는�동작에서는�철봉바에�턱�또는� 신체일부가�닿는�순간,� 또는�턱의� 하단이�철봉바�

상단�아래로�내려오는�순간까지를�기준으로�잰다.

-� 매달리는�동작에서�신체(몸통� 또는�손목관절)� 부위를�이용하여�매달리는�것은� 부정으로�

간주한다.

-� 손목관절�비틀기를�금한다.

-� 철봉바는�반드시�턱� 밑� 목에�위치하여�둔다.

-� 손바닥에�송진가루�사용을�금한다.

-� 두터운�상의는�벗도록�한다.

-� 기록은�초단위로�측정한다.

� �

※� 기록향상을�위한�보조물의�착용을�금지하며,� 신발� 바닥에�어떠한�이물질도�바를�수�없음.

※� 검사� 방법에�제시되지�않은� 사항들은� 통상적인� 체력검사� 절차와�관행에�따르며,� 시험� 당일� 날씨� 등� 불가피한�사정으로�검사�

방법� 절차가�변경될�때는�검사� 전에�공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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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평가등급표

� � � � � �

� � � � � � ※� 3가지� 과제(종목)의�점수는�추후�반영점수(실질반영비율)에�맞추어�변환함.

� �

검사종목�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매달리기

기록/배점
등급 기록(cm) 배점 기록(cm) 배점 기록(초) 배점

1 32.1� 이상 100 225� 이상 100 48� 이상 100

2 31.4-32.0 98 223-224 98 47-46 98

3 30.7-31.3 96 221-222 96 45-44 96

4 30.0-30.6 94 219-220 94 43-42 94

5 29.3-29.9 92 217-218 92 41-40 92

6 28.6-29.2 90 215-216 90 39-38 90

7 27.9-28.5 88 213-214 88 37-36 88

8 27.2-27.8 86 211-212 86 35-34 86

9 26.4-27.1 83 209-210 83 33-32 83

10 25.6-26.3 80 207-208 80 31-30 80

11 24.8-25.5 77 205-206 77 29-28 77

12 24.0-24.7 74 203-204 74 27-26 74

13 23.2-23.9 71 201-202 71 25-24 71

14 22.4-23.1 68 199-200 68 23-22 68

15 21.6-22.3 65 197-198 65 21-20 65

16 20.8-21.5 62 195-196 62 19-18 62

17 19.9-20.7 58 193-194 58 17-16 58

18 19.0-19.8 54 191-192 54 15-14 54

19 18.1-18.9 50 189-190 50 13-12 50

20 17.2-18.0 46 187-188 46 11-10 46

21 16.3-17.1 42 185-186 42 9-8 42

22 15.4-16.2 38 183-184 38 7-6 38

23 14.5-15.3 34 181-182 34 5-4 34

24 13.6-14.4 30 179-180 30 3-2 30

25 13.5� 이하 0 178� 이하 0 1� 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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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전형안내� :� 수능(일반학생전형)

1.� 모집인원� :� 223명

2.� 모집단위

� �

단과대학 모집단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

3.�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법령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동등� 이상의�학력이�인정된�자로�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자� � �

4.� 모집단위별�전형요소�반영비율�및� 선발방법

� � � 가.� 전형요소별�반영비율�

   

모집단위 수능 총�비율

모든�모집단위
100% 100%

최저� 0점 최고� 400점 최저� 0점 최고� 400점

� � � 나.� 선발방법� :� 반영영역의�백분위를�합산하여�총점�순으로�선발

5.� 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및� 반영방법

� � � 가.� 반영영역

� � �

모집단위 반영영역 비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수학과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수학� ‘가’� 가산점� 10%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과학탐구�가산점� 10%

� � � 나.� 반영방법
�▪ 반영영역의�백분위를�영역별�점수환산�방법으로�환산하여�반영
�▪ 탐구영역반영
� � � � 탐구영역(직업탐구영역�제외)은� 2개�과목�중�상위� 1개�과목의�백분위를�본교에서�선택하여�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은�사회탐구영역의�한� 과목으로�대체�불가

� � � � �▪ 한국사�반영방법� :� p.4� 참조
� � � � �▪ 수능�영어�등급별�환산점수� :� � p.4� 참조



21

정원외�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1.� 모집단위�및� 인원� :� 추후�홈페이지�공지�※�수시모집�미달�또는�미등록�결원�발생시�선발함.

2.� 지원자격� (다음�각�호에�모두�해당하는�자)

� 가.� 국내�고등학교�졸업(예정)자� (고교�졸업�시까지�농어촌지역에�거주해야�함)� �

� 나.�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자�

� 다.�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1)� 농어촌(읍․면)�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입학에서�졸업까지�모두�이수한� 자로서�해당기간의�재
학기간�동안�읍․면�지역에�거주한�자

2)�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기간
의�재학기간�동안�부모와�본인�모두�읍․면�지역에�거주한�자

�※�지원자격은�연속된�연수만을�인정함.

�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에서�심의하여�결정함.

� ※�부정한�방법으로�합격한�경우는�본교�학칙�제17조� 3항에�따라�합격�및�입학을�모두�취소함.

� ※�졸업예정자는�고교�졸업�시까지�농어촌지역에�거주해야�함.� � � �

� ※� 졸업예정자의�경우�서류제출�마감� 이후� 농어촌지역�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합격자에�한하여�등록� 이후�

추가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여�졸업일까지�농어촌지역에�거주�및�재학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면�합격�또

는�입학을�취소함.

 

ㆍ읍․면�지역은�지방자치법�제3조에�의한�읍․면을�의미하며(광역시․도,� 도․농�통합시�관할구역�안에�두는�읍․면�포함)�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
행규칙�제2조에�따른�도서․벽지�지역을�포함함.

ㆍ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합격자는�지원�불가함.

ㆍ읍․면�소재�특수목적고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등)�출신자는�지원�불가함.
ㆍ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행정구역�개편�등으로�읍․면․도서․벽지�지역이�동�지역� 또는�도서․벽지�해제지역으로�변경된�경
우�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재학�기간�중�해당�지역을�읍․면․도서․벽지�지역으로�인정함.

ㆍ농어촌�학생이� 2개� 이상의�학교에서�재학한�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반드시�읍․면이나�도서․벽지�지역에�소재하는�학교이어야�하되� 동일
한�읍․면이나�도서․벽지�지역이�아니어도�지원�가능함.

ㆍ지원자의�거주지,�부모의�거주지,�재학한�학교�소재지가�동일한�읍․면이나�도서․벽지�지역이�아니어도�됨.
ㆍ농어촌학생�지원자격에�대한�교육부의�지침이�따로�있을�경우�추후�변경·보완될�수�있음.

ㆍ지원자격은�연속된�연수만을�인정함.

ㆍ졸업예정자는�고교�졸업일까지�농어촌지역에�거주해야�함.

ㆍ합격자에�한하여� 등록� 이후� 추가서류를�제출해야�하며� 졸업일까지�농어촌지역에�거주� 및� 재학하지�않은� 것으로�확인되면�합격� 또는� 입

학을�취소함.

ㆍ부모의�사망·실종·이혼�시�다음에�제시한�자를�부모로�인정

� -�부모의�사망·실종� :� 부모�중�일방이�사망·실종한�경우�법률상�사망일·실종일�이후부터는�생존하는�부�또는�모,�부모�모두�사망·실종한

� � � 경우�법률상�사망일·실종일�이후부터는�민법에서�정한�법률상의�친권이�있는�자

� -�부모의�이혼� :� 법률상�이혼일�이후부터는�친권이�있는�부�또는�모,�친권과�양육권이�경합하는�경우에는�양육권(자녀교육권)을�가진�자

ㆍ입양� :� 입양자의� 경우� 입양일�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부모로�인정하며,�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양육권(자녀교육

권)을�가진�자를�부모로�인정함.

3.� 전형요소별�반영영역�및�반영방법

� 가.� 전형요소별�반영비율� :� 수능� 100%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및�반영방법� :� 모집군별�일반학생전형�반영영역�및�반영방법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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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

1.� 모집단위�및� 인원� :� 추후�홈페이지�공지�※�수시모집�미달�또는�미등록�결원�발생시�선발함.

2.� 지원자격� :�국내�특성화고등학교�졸업(예정)자�중� 아래�지원자격에�모두�해당하는�자

� �

� � 가.�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응시한�자

�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제1항에�따른�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의�교육을�

� � � � 전문으로�실시하는�고등학교를�제외한�학교의�졸업자

� � � � ※� 특성화고와�같은�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과가�있는� 종합고�포함

� � � � ※�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제외

� � � � ※� 초중등교육법에�따른�고등기술학교와�체육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따른�학점인정시설�등의�졸업자는�

� � � � � � � 지원할�수�없음.

� � 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설치된�학과와�동일계열이라고�인정하는�본교�모집단위에�지원한�자

� � � � � 단,� 동일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관련된�전문교과를� 30단위�이상� 이수한�경우� 지원� 가능함.

� � � � � ※� 동일계열확인을�위하여�교육과정,� 이수학점�등을�검토하기�위한� "전공적합성"을� 심사항목에�포함하여�

심의함

� � � � � ※� 전문교과�이수단위�인정에�대한�특이사항은�본교�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논의하여�결정함.

3.� 전형요소별�반영영역�및�반영방법

� 가.� 전형요소별�반영비율� :� 수능� 100%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및�방법� :� 모집군별�일반학생전형�반영영역�및�반영방법과�동일

4.� 특성화고등학교�학과별�기준학과명

모집단위 특성화고등학교�학과별�기준학과명

경제학과

경영·사무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

정보과,� 농업과,� 동물자원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보육

과,�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산림자원과,� 상업디자인과,�생명공학기술과,�수산식품과,�수산양식과,� 식물

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의류과,� 의상과,� 자영수

산과,� 재무·회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정보처리과,� 조리과,� 조리·식음료과,� 컴퓨터

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판매과,� 항만물류과,� 해양레저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생산

과,�환경·관광농업과,�환경보건과,�회계정보과

문헌정보학과

경영·사무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

인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상업디자인과,� 영상제

작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인쇄·출판과,� 자영수산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컴퓨터과,� 정보처리과,� 재무·회계

과,�컴퓨터게임과,�컴퓨터응용과,�콘텐츠개발과,�통신과,�판매과,�항만물류과,�회계정보과

사회복지학과

간호과,� 경영·사무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

정보과,� 디자인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방송·통신과,� 보육과,� 보건간호과,�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상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자영수산과,� 재무·회계과,� 전

자상거래과,� 정보컴퓨터과,� 정보처리과,� 조리·식음료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판매과,�항만물류과,� 해양레저과,�해양레저산업과,� 회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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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학과별�기준학과(한국대학교육협의회�제공)는�본교�입학처�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특성화고등학교의�학과명이�변경되는�등의�사유로�인해�기준학과의�변동이�발생한�경우�이에�대한�소명자료를�서류제출�시

함께�제출해야�함(소명자료는�고등학교장의�직인이�필수)

※� 모집단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명� 변동�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전형

기간�이전에�반드시�공지내용을�확인하고�이를�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지원자�본인의�책임임

모집단위 특성화고등학교�학과별�기준학과명

아동학과

간호과,�경영·사무과,�경영정보과,�관광경영과,�관광과,�관광·레저과,�금융과,�금융정보과,�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인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보육과,� 보건간호과,�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상업

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인쇄·출판과,� 자영수산과,� 재무·회계과,� 전자상

거래과,� 정보컴퓨터과,� 정보처리과,� 조리·식음료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판매과,�

항만물류과,�해양레저과,�해양레저산업과,�회계정보과�

행정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

정보과,� 동물자원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보건간호과,�

보육과,�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산림자원과,� 산업안전과,� 상업디자인과,� 생명공학기술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식물자원과,�식품가공과,�식품공업과,�실내디자인과,�영상제작과,�유통과,�유통정보과,�의류과,�

의상과,� 인쇄·출판과,� 자영수산과,� 재무·회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정보컴퓨터과,� 조

리과,� 조리·식음료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판매과,� 항만물류과,� 해양레저

과,�해양레저산업과,�해양생산과,�환경·관광농업과,�환경보건과,�회계정보과

언론영상학부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

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 복지서비스과,� 사회복지과,� 상업디자인과,� 실내디자

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인쇄과,� 인쇄·출판과,� 자영수산과,� 재무·회계과,� 전자상거래과,� 정

보처리과,�정보컴퓨터과,�컴퓨터게임과,�컴퓨터응용과,�콘텐츠개발과,�판매과,�항만물류과,�해양레저과,�해

양레저산업과,�회계정보과

화학·생명

환경과학부

간호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

과,�동물자원과,�보건간호과,�산림자원과,�산업설비과,�산업안전과,�생명공학기술과,�섬유과,�세라믹과,�수

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유통정보과,� 의류과,� � 원예과,� 자영수산과,� 조

경과,�토목과,�해양생산과,�화학공업과,�환경·관광농업과,�환경보건과,�환경공업과

원예생명

조경학과

간호과,� 건축과,� 건축시공과,� 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동물

자원과,�디자인과,�보건간호과,�산업안전과,�산림자원과,�상업디자인과,�생명공학기술과,�식물자원과,�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실내디자인과,� 자영수산과,� 조경과,� 원예과,� 토목과,� 해양생산과,� 화학공업과,� 환경·관광

농업과,�환경보건과,�환경공업과

식품응용

시스템학부

간호과,� 경영·사무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

과,�농업과,�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동물자원과,�무역정보과,�보건간호과,�산림자원과,� 생명

공학기술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자영수

산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재무·회계과,� 조리과,� 조리·식

음료과,� 판매과,� 항만물류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화학공업과,� 환경·관광농업과,� 환경공업과,� 환경보건과,�

회계정보과

경영학과

경영정보과,� 경영·사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

정보과,� 동물자원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방송·통신과,� 보건

간호과,�보육과,� 복지서비스과,�사회복지과,�산림자원과,�상업디자인과,� 생명공학기술과,�수산식품과,�수산

양식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과,� 유통정보과,� 인쇄·출판

과,� 의류과,� 의상과,� 자영수산과,� 재무·회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정보컴퓨터과,� 조

리과,� 조리·식음료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판매과,� 항만물류과,� 해양

레저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생산과,� 환경·관광농업과,� 회계정보과

패션산업학과

건축과,� 경영·사무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

역정보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방송·통신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실내디자인과,� 유통과,� 의류과,�

의상과,� 인쇄과,� 인쇄·출판과,�재무·회계과,�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정보컴퓨터과,� 콘텐츠개발과,� 판

매과,�회계정보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경영·사무과,� 경영정보과,� 금융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역정보

과,�문화콘텐츠과,� 방송·통신과,�상업디자인과,�실내디자인과,�영상제작과,�유통과,�유통정보과,�재무·회계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정보컴퓨터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

응용과,�콘텐츠개발과,�통신과,�판매과,�항만물류과,�항해과,�회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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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제출서류�관련�주의사항

가.� [가],� [나],� [다]군� 일반학생전형�지원자는�원서를�포함한�별도의�추가적인�서류를�제출하지�않습니다.

� 단,� 아래의�내용�중�하나� 이상� 해당되는�경우�추가서류를�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1)� 외국고등학교�졸업(예정)자�

2)� 2012년� 2월� 졸업자�혹은� 이전� 졸업자�

3)�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및� 비대상자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중� 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

5)� 특별전형(정원외�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나.�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를�통해�학적�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므로�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온라인� 제

공에�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

셔야�합니다.�미제출�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라.� 본교�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

주하므로�별도의�수능성적표를�제출하지�않습니다.

마.�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을�제출하는�경우,�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이나�영사관)의� 원본대조를�필한�사본을�제출해야�합니다.�

바.� 서류제출� 해당자는� 해당서류를� 제출기한� 내에�등기우편(2021.� 1.� 12(화)� 17시� 도착� 분까지� 인정)으로�

반드시�제출해야�하며,�미제출�시�지원자격�미달(서류미비)자로�불합격�처리합니다.

2.� 대상자

가.� 추가서류�제출대상자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외국고등학교�졸업(예정)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
서(영사확인)�필수

⁃ 해당�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 또는�
영사관에서�발급

⁃ 한국어‧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서
류는�공증받은�한글�번역문�첨부

2012년� 2월�졸업자�

혹은�이전� 졸업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

⁃ 원서�접수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 출신학교장�직인으로�원본대조필�및�
� �간인을�반드시�날인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

및�비대상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중

대입전형자료�온라인제공�비동의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교육청�발행)
⁃ 원서�접수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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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유의사항 발급처

공통제출서류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

-�학생부�전산자료�활용�비동의자�및� � � � �

� �비대상자에�한하여�등기우편�제출

� � [사본(출력물):�원본대조필,�학교장�직인�날인]

초·중·고등학교

▪ 농어촌학생�재학사실증명서 본교� [서식�1]에�소속�고등학교�직인�날인하여�

등기우편�제출

(1)� 농어촌학생

� � � [6년�지원자격]

▪ 중학교�학교생활기록부 학교�소재지�표기 초·중·고등학교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의�부�또는�모�기준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지원자�부/모/본인�각각�제출

-�주소�변동사항�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자의�부,�모�각�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관련�
제출서류

일반직장가입자
▪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 �
� � :�지원자격�기간에�해당하는�부,�모�각�1부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공무원

▪경력(재직)�증명서� :�지원자격�기간에�
� � 해당하는�부,�모�각� 1부

-�근무지�주소�및�재직�기간이�명시되어�있어야�함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또는�폐업사실증명(원)�
원본�1부

-�사업장�주소,�사업기간,�개업일,�폐업일이�

명시되어�있어야�함

국세청�홈텍스

지역가입자 ▪별도의�제출서류�없음

▪ 기타
<부모�이혼/사망�시>

-�이혼:�지원자의�기본증명서,�함께�거주하는�부�

또는�모의�혼인관계증명서

-�사망:�사망한�부�또는�모의�기본증명서

주민센터

(2)� 농어촌학생

� � [12년�지원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소재지�표기 초·중·고등학교

▪ 주민등록표초본 -� 지원자�본인�기준

-� 주소�변동사항�명시
주민센터

※�지원자격별�관련�서류는�모두�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 1개월�이내에�발급된�것이어야�함.

※� 서류제출�기간� :� 2021.� 1.� 7(목)� ~� 1.� 12(화)� 17:00� [서류마감당일(1.� 12)� 17시�도착�분까지�인정]

※� 인터넷발급은�원본으로�인정하나� FAX� 민원발급은�원본으로�인정하지�않음.

※�각종�증명서�인터넷발급�안내 

    

주민등록표초본�등 www.gov.kr(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efamily.scourt.go.kr(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개별�사업장�피보험자격�내역서(피보험자용) www.ei.go.kr(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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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등록)자�중� ‘21년� 2월�졸업예정자�입학�이후�추가�제출서류 제출기한�및�장소 제출방법

▪ 6년� 지원자격
�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 본인,� 부,� 모� 주민등록표초본�각� 1부

� � � ※� 고등학교�졸업일�이후�발급분(주소변동사항�기재)
2021.3.26(금)까지�

서울여대�

행정관� 103호�

입학팀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 12년�지원자격
�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 본인�주민등록표초본� 1부

� � � ※� 고등학교�졸업일�이후�발급분(주소변동사항�기재)

다.�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 � �

제출서류 제출방법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 � � -� 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

� � � -� 학생부�전산자료�활용�비동의자�및�비대상자에�한하여�등기우편�제출

� � � � � [사본(출력물):� 원본대조필,� 학교장�직인� 날인]

등기우편

� �

� � �※�서류제출�기간� :� 2021.� 1.� 7(목)� ~� 1.� 12(화)� [서류마감당일(1.� 12)� 17시�도착�분까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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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유의사항

1.� 복수지원�및� 이중등록�금지기준�안내

� � � (※� 아래의�사항을�위반한�자는� 합격과�입학을�모두�취소합니다)

[복수지원�허용범위]

�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가능

[복수지원�금지사항]

�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
와�상관없이� “정시모집�및� 추가모집”에�지원� 금지

�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특별전형간�포함)간� 복수지원�금지

� � � -� 산업대,� 전문대는�모집기간�군의�제한�없음

�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
원� 금지

� � � -� 추가모집�기간�전에�정시모집�등록포기한�자는�추가모집�지원�가능

� � � -� 산업대,� 전문대는�정시모집�등록을�포기하지�않아도�추가모집�지원�가능

�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
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

른�모집� 시기에�지원할�수� 없음

�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
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

른�모집� 시기에�지원할�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및�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과� 「특별법에�의해�설치된�대학•각종학교」� 간에는�복수지원과�

� � � 이중등록�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음

※�대학별�입학전형이�종료된�후,�복수지원�위반사실이�전산자료�검색을�통해�확인될�경우�입학을�무효로�함

[이중등록�및� 등록금�환불]

�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
격한�자는� 하나의�대학에만�등록(등록확인예치금�납부�포함)하여야�함

�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충원합격� 통보를�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원
하지�않는� 대학에�대해� 해당�대학� 등록포기의사를�즉시�전달하여야�함

�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
하고자�할� 경우에는�선� 등록한�대학을�포기한�후,� 충원합격�대학에�등록하는�것을�원칙으로�함

� ￭ 등록금�환불신청은�본교�입학처�홈페이지에서�할�수�있음
� ￭ 등록을� 마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전체� 등록자료를� 검색,� 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각� 대학에�통보하고,� 해당�학생은�입학을�지체� 없이�무효로�함

[기타]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처벌을�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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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관련�유의사항

� 가.� 대학수학능력시험�필수영역�및�선택영역�미�응시자는�지원자격�미달자로�불합격�처리합니다.

� 나.� 성적� 산출� 또는� 지원자격� 확인�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 보완요구에� 응하

지�않았을�경우에는�지원자격�미달(서류미비)자로�불합격�처리합니다.

� 다.� 실기고사�미응시자는�불합격�처리합니다.

� 라.�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은� 수시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에� 따라� 수능�

100%로�선발하며,� 정시� 최종� 모집인원�공고�시�선발인원이�확정됩니다.

� 마.�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입학성적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수학

능력이�부족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모집인원에�상관없이�선발하지�않을�수� 있습니다.

� 바.� 미등록으로�인한�결원이�생길�경우�해당인원만큼�동일�모집단위�예비합격�순위에�의하여�선발합니다.

� 사.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등록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모집인원은�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전� 본교�입학처�홈페이지(admission.swu.ac.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아.� 부정행위자,� 제출서류� 위조,� 허위� 기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

었을�때에는�입학한�이후라도�합격�및� 입학을�취소합니다.

�

3.� 일반적인�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실기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휴대전화,� 전자시계,� 각종�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종류의�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만

약�이를� 위반할�경우� 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 있으니�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나.� 입학전형�성적은�공개하지�않습니다.

� 다.�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swu.ac.kr)에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지원자�본인에게�있습니다.

� 라.� 본교� 지원� 수험생� 중,�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입시전형일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시�혹은� 전형일� 7일� 전까지�입학팀으로�지원요청하시기�바랍니다(02-970-5051~4).

� 마.�사범계(교육심리학과)지원자� 중� 교육공무원을� 희망하는�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

야�합니다.

� 바.�기독교�정신을�바탕으로�올바른�가치관을�확립하고�지도자로서의�자질을�함양하기�위해�본교에�신입학한�

모든� 학생은� 기독교개론(2학점)과� 경건회(6학기)를�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화로운� 인간관계� 능

력과�사회를�행복하게�만드는데�기여하는�실천력을�함양하기�위해�서울여자대학교의�모든�학생들은�공동

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바롬인성� 교육과정을� 필수교육과정(총� 3학점)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바롬인

성교육의� 교육과정은� 1학년� 대상의� 합숙형� 공동체� 교육과� 3학년� 대상의� 비합숙형� 공동체� 교육(바롬종합

설계�프로젝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 사.� 2021년� 2월�고등학교�졸업예정자의�경우,� 당해년도에�졸업하지�못하면�합격이�취소됩니다.

� 아.� 각� 전형유형별�지원자격�확인�등을� 위해�별도의�서류제출을�요구할�수� 있습니다.

� 자.� 본� 모집요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릅니다.

� 차.� 원칙적으로� 결제완료� 후�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카.� 전형기간� 중� 수험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

례가�없도록�하여야�합니다.

�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본교의�학칙에�따릅니다.



29

4.� 수능� 점수�계산방법

� �

모집군 모집단위 반영영역�및� 비율 환산방법

[가]군

일어일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언론영상학부,�

교육심리학과,� 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반영� 4개� 영역

국어/영어:� 백분위� X� 1.2

수학/탐구:� 백분위� X� 0.8

반영� 4개� 영역�백분위�합산

(총점:� 400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수학� ‘가’� 가산점� 10%)

반영� 4개� 영역

영어/수학:� 백분위� X� 1.2

국어/탐구:� 백분위� X� 0.8

반영� 4개� 영역�백분위�합산

(총점:� 400점)식품응용시스템학부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과학탐구�가산점� 10%)

공예전공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중� 3개�

영역�각� 33.3%

반영� 3개� 영역�백분위�합산� X� 4/30

(총점:� 40점)

산업디자인학과
반영� 3개� 영역�백분위�합산� X� 6/30

(총점:� 60점)

[나]군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반영� 4개� 영역

국어/영어:� 백분위� X� 1.2

수학/탐구:� 백분위� X� 0.8

반영� 4개� 영역�백분위�합산

(총점:� 400점)

자율전공학부(자연계열)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과학탐구�가산점� 10%)

반영� 4개� 영역

영어/수학:� 백분위� X� 1.2

국어/탐구:� 백분위� X� 0.8

반영� 4개� 영역�백분위�합산

(총점:� 400점)

스포츠운동과학과
[필수]� 국어� 33.3%,� 영어� 33.3%

[선택]� 수학(가/나),�탐구�중�택1� 33.3%

반영� 3개� 영역�백분위�합산� X� 6/30

(총점:� 60점)

현대미술전공
국어,� 영어,� 수학(가/나),� 탐구�중� 3개�

영역�각� 33.3%

반영� 3개� 영역�백분위�합산� X� 4/30

(총점:� 40점)

시각디자인전공
반영� 3개� 영역�백분위�합산� X� 6/30

(총점:� 60점)

[다]군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

국어� 30%,� 영어� 30%,� 수학(가/나)�

20%,� 탐구� 20%

반영� 4개� 영역

국어/영어:� 백분위� X� 1.2

수학/탐구:� 백분위� X� 0.8

반영� 4개� 영역�백분위�합산

(총점:� 400점)

수학과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수학� ‘가’� 가산점� 10%)

반영� 4개� 영역

영어/수학:� 백분위� X� 1.2

국어/탐구:� 백분위� X� 0.8

반영� 4개� 영역�백분위�합산

(총점:� 400점)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

국어� 20%,� 영어� 30%,� 수학(가/나)�

30%,� 탐구� 20%�

(과학탐구�가산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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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점자�처리기준

� � 대학수학능력시험�백분위,� 실기고사�점수�중� 본교에서�정한�기준에�따라�동점자를�처리합니다.

�

전형유형 모집단위 동점자�처리기준 비고

일반학생전형

‧
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정원외)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스포츠운동과학

과�제외)

경영학과

패션산업학과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국어� >� 영어�>� 수학� >� 탐구�영역�상위� 1개�과목�

>� 본교�사정원칙에�따름

수능점수는�

백분위를�

기준으로�하되,�

영어의�경우�

등급별�

환산점수�적용

자연과학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자율전공학부(자연)

수학� >� 영어� >� 과학탐구�선택여부� >� 탐구� >�

탐구� 영역�상위� 1개�과목� >� 본교�사정원칙에�

따름

스포츠운동과학과

환산된�실기고사�점수� >�국어+영어� >�체력검사�

검사종목별�점수�표준편차가�적은�자� >�본교�사정�

원칙에�따름

산업디자인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

환산된�실기고사�점수� >�영어반영여부� >�

국어반영여부� >�국어+영어� >�실기고사�평가위원별�

점수�표준편차가�적은�자� >�본교�사정원칙에�따름

�

� ※� 영어� 등급별�환산점수는� p.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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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및�환불�안내�

1.� 등록포기

� � �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포기를� 결정한� 경우� 즉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합

니다.�

� � � � � � � ▷�신청방법� :�본교�입학처�홈페이지�→�공지사항�→�등록포기신청

� � � 나.� 모든�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가� 2021.� 2.� 18(목)� 21:00로� 종료되므로� 이� 시간� 이후의� 타� 대학� 합격으

로� 인한� 등록포기는� 불가합니다[단,� 2021.� 2.� 18(목)� 13:00~21:00� 사이에� 타� 대학으로부터� 충원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포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본교� 입학팀(02-970-5051~4)으로� 즉시� 연락하시어� 등록포

기를�위한�소정의�절차를�거쳐야�등록포기가�됩니다].

� � � 다.� 등록포기를� 신청할� 때�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본인� 및� 보호자� 휴대전화로� SMS� 본인인증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본교� 합격이� 취소되면� 추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하게� 신청

하시기�바랍니다.

� � � 라.� 등록포기�관련� 문의� :� 서울여자대학교�입학팀� (02-970-5051~4)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

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되니� 신속하게� 의사결정해� 주

시기�바랍니다.

2.� 등록금�환불

� � � ※� 등록포기(입학허가를�받은�자가� 등록� 포기를�표시한�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환불은� 「대학� 등록금에�관

한�규칙」에� 의거하여�처리합니다.�

�
� � � 가.� 환불요건

� � � � � �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타� 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충원합격자� 포함)하여�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이미�납입한�등록금에�대하여�환불을�요구할�수� 있습니다.

� � � 나.� 환불절차�

� � � � � � � 충원합격자�발표기간에는� 본교�입학처�홈페이지에서�등록포기신청을�하시면�등록금을�환불해�드립니다.

� � � 다.� 미등록� 충원시한(2021.� 2.� 18(목)� 이후� 입학� 개시일까지는�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

서류를�본교� 입학팀으로�방문,� 제출해야만�등록금의�환불이�가능합니다.

� � � �

� ￭ 등록포기각서� 1부�
� ￭ 지원자�및� 보호자�도장(서명�가능)
� ￭ 지원자�및� 보호자�신분증(사본)
� ￭ 본교�등록금�및�기타�납입금�영수증(원본)
� ￭ 지원자�명의의�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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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전�형�구�분 전�형�료

� 일반학생전형(일반계) 35,000원

� 일반학생전형(예체능계) 90,000원

�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30,000원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30,000원

※� 인터넷�원서�접수�수수료(5,000원)는�본교에서�부담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학생의� 경우� 증빙자료(각� 증명서� 사본)� 제출� 시� 원서�

접수�수수료를�제외한�전형료를�돌려드립니다(세부사항은�원서접수�시�안내).

1.� 입학전형료의�반환�사유� 및�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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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됨)� :� 납부한�입학전형료�전액

2.� 입학전형�관련�수입·지출에�따른� 잔액�반환

� � 1)�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납부한�입학전형료에�비례하여�반환하여�드립니다.

� � 2)� 위의� 사유로�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원서� 접수� 때� 입력

한�환불계좌로�반환받는�방법을�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 3)� 인터넷�원서�접수�환불계좌로�반환받는�경우에는�반환할�금액에서�금융기관의�전산망을�이용하는데�드는�비

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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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신입생�장학금

구분 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성적

바롬1

①�수시모집�학생부종합(바롬인재전형,� 플러스인재전형)� 모집단위별�수석�

합격자�중�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의�추천을�받은�합격자로�전형별�1인

②� 수시모집�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수석합격자

③�정시모집�최초합격자�중�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백분위점수�평균이�

95%�이상인�자

�※�모집요강에�기재된�영역별�반영비율�및�가중치를�반영하며,�영어�영역은�

본교에서�정한� 등급별�환산점수를�백분위로�반영�

� ※� 예체능계열은�실기고사�점수가� 90점(100점�만점)� 이상이어야�함

∙ 등록금�전액
∙ 도서구입비� 100만원(매� 학기)
∙ 교환학생�선발� 시� 가산점�부여
∙ 기숙사우선입사�및�관비면제
� � (4인실�기준)

바롬2

①�수시모집�학생부종합(바롬인재전형,� 플러스인재전형)� 모집단위별�수석�

합격자�중�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

②� 수시모집�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계열별(인문사회/자연)� 상위� 2%�이내인� 자

� � ※� 인문사회계열은�교육심리학과,�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포함,�

자연계열은�자율전공학부(자연)� 포함

③�정시모집�최초합격자�중�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백분위점수�평균이�

93%�이상인� 자

� � ※�선발인원은�계열별(인문사회/자연/예체능)�합격자�수의�3%�이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백분위�점수�평균�상위� 10명�이내로�함.

� � ※� 모집요강에�기재된�영역별�반영비율�및� 가중치를�반영하며,� 영어�

영역은� 본교에서�정한�등급별� 환산점수를�백분위로�반영�

� � ※� 예체능계열은�실기고사�점수가� 90점(100점�만점)� 이상이어야�함

∙ 등록금�전액
∙ 도서구입비� 50만� 원(매�학기)
∙ 교환학생�선발� 시� 가산점�부여
∙ 기숙사� 2,� 4인실� 우선입사
� � (입학�학기에� 한함)

한샘

①�수시모집�학생부종합(바롬인재전형,� 플러스인재전형)� 모집단위별�수석�

합격자�중�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

②� 수시모집�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 � � 계열별(인문사회/자연)� 상위� 3%�이내인� 자

� � ※� 인문사회계열은�교육심리학과,�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포함,�

자연계열은�자율전공학부(자연)� 포함

③�정시모집�최초합격자�중�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백분위점수�평균이�

90%�이상인� 자

�※�선발인원은�대학수학능력시험�반영영역�백분위점수�평균� 상위� 10명�

이내로�함

�※�모집요강에�기재된�영역별�반영�비율� 및� 가중치를�반영하며,� 영어�

영역은�본교에서�정한�등급별�환산점수를�백분위로�반영�

� ※� 예체능계열은�실기고사�점수가� 90점(100점�만점)� 이상이어야�함

∙ 수업료의� 70%
∙ 교환학생�선발� 시� 가산점�부여
∙ 기숙사2,4인실�우선� 입사
� � (입학�학기에� 한함)

아름 ⋅ 실기(실기우수자전형)� 수석�합격자 ∙ 수업료의� 70%
∙ 교환학생�선발� 시� 가산점�부여

다움 ⋅ 정시모집�최초합격자�중� 모집단위별�수석이거나�상위� 10%�이내인� 자
∙ 첫�학기� 수업료의� 50%
∙ 교환학생�선발� 시� 가산점�부여
∙ 기숙사2,4인실�우선� 입사
� � (입학�학기에� 한함.� 성적우수�

순으로�입학처에서�추천한�자)

가온

⋅ 수시모집�학생부종합(바롬인재전형,� 플러스인재전형),�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최초합격자�중�모집단위별�상위�

30%이내인�자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인�경우�인문사회계열·사범계열·자연계열에�

해당됨

∙ 100만원
∙ 교환학생�선발� 시� 가산점�부여
∙ 기숙사2,4인실�우선� 입사
� � (입학�학기에� 한함.� 성적우수�

순으로�입학처에서�추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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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롬1,� 바롬2,� 한샘,� 아름,� 다움,� 가온�장학금은�최초합격자에�한해�지급합니다.

※�장학생�동점자�발생할�경우� 동점자�선발기준에�의거하여�선발합니다.�

■�재학생�장학금� �

� 총장�장학금,� 학장�장학금,� 수석�장학금,� 우수1�장학금,� 우수2�장학금,� 학업향상�장학금,� 면학�장학금,� 지도자육성�

장학금,� 이웃사랑�장학금,� 농어민직계자녀�장학금,� 청운�장학금,� 꿈나무�장학금,� 교환학생�장학금,� 파견학생�장학금,�

바롬교육�장학금,� 모녀�장학금,� 자매�장학금,� 교내인턴�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튜터�장학금,�

학생활동�장학금,� 특별�장학금,� 세계문화체험과봉사�장학금�외�다수의�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 � � �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진암장학재단�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금,�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장학금,� 여전도회�

장학금,� 삼송장학회�장학금,� 주심장학재단�장학금,� 새문안교회�장학금,� 노엽문화재단�장학금,� 경원문화재단�장학금,�

예은장학재단�장학금,� 한국통신(KT)� 장학금,� 성정황영옥장학금,� 바롬장학회장학금�외�다수의�교외�장학금

※�위�내용은�장학사정위원회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자세한�사항은�학생지원팀(02-970-506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구분 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복지

청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업료�전액

한나

⋅ 각�전형� 단대별(스포츠운동과학과/산업디자인학과�제외)� /�
자율전공학부(계열통합)/� 예체능계열�상위� 10%이내�합격생�중�

기독교인이며,� 가정형편이�어려운�자� 중� 선발

∙ 수업료의� 70%

꿈나무
⋅ 장애인으로�등록된�자
⋅ 아동복지시설�퇴소한�소녀가장

A.� 심한�장애� :� 수업료�전액

B.� 심하지�않은�장애� :� 수업료의�

50%�

C.�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수업료의� 50%

기타

모녀 ⋅ 어머니가�본교� 학부�졸업생인�자 ∙ 수업료의� 35%
자매 ⋅ 본교에�동시�재학� 중인�자매학생으로�재학�중� 1인에게� 2번� 지급 ∙ 수업료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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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안내

■�샬롬하우스

•�서울여자대학교�기숙사는�지방학생들을�위한�기본적인�주거�및�생활�편의시설을�제공함으로써�학생들이�학업에�열중할�

수�있도록�도움을�주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샬롬하우스는�지하� 2층,�지상� 7층의�건물에� 615명의�학생이�생활하고�있습니다.� 1인실� 39실,� 2인실�72실,� 4인실�

108실�총� 219실�규모로�식당,�편의점,�컴퓨터실,�독서실,�세미나실,�기도실,�운동실,�샤워실,�세탁실(코인세탁기�및�

건조기),�시청각실,�휴게실,�휴게홀이�구비되어�학생들의�생활편의를�도모하고�있습니다.�

•�기숙사�주변은�숲과�나무가�많아�야외에서�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들이�곳곳에�마련되어�있으며�잔디광장이�조성되어�

있어�쾌적하고�아름다운�전망을�가지고�있습니다.�기숙사에서의�생활은�자율적인�생활�습관을�습득하게�하고,�선후배�및�

타전공�학생들과의�공동�생활을�통하여�풍부한�인간�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입사�신청� 안내

�

� 입사�신청�기간 � •� 2021년� 2월� 첫째�주

� 입사�신청�방법 � •� 서울여자대학교�홈페이지(www.swu.ac.kr)� 접속,� 종합정보시스템�기숙사�입사�신청

� 신청�자격
� •� 서울,� 의정부,� 남양주,� 하남,� 구리,� 과천,� 양주,� 동두천,� 성남시(총� 9개�지역)를�제외한�

지역에�거주하는�신입생

� 우선�입사�대상자
� •� 바롬I� 장학생,� 바롬2� 장학생(1학년� 1학기만�해당),� 한샘�장학생(1학년� 1학기만�해당),�

� � �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선발�방법 � •� 입사� 신청자를�대상으로�컴퓨터�랜덤� 추첨

� 입사�등록�방법

� •� 종합정보시스템�기숙사�입사확정자�조회� →� 입사여부�확인�→�입사안내문�확인� →� 서약서�

동의� →� 기숙사비�납입고지서�출력�→�관리비�및�식비�납부� (우리은행에서�창구�납부� 혹은�

지정된�인터넷뱅킹�로그인�후�우리은행�가상계좌로�납부)

� 기숙사비

� •� 1학기분� 2020학년도� 4인실�기준� 882,000원,� 2인실�기준� 1,102,000원,� 1인실기준�

1,470,000원�

� � � � (2021학년도�기숙사비� :� 추후� 홈페이지�공지)

※�위� 내용은�변경될�수�있으므로�자세한�사항은�샬롬하우스�사무실(02-970-79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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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 � ■� 복수전공�및�부전공

� � � � �•�본인의�제1전공�이수와�동시에�이수하는�다른�복수의�전공을�말함

1) 신청시기� :� 매� 학기말(1학기는� 1월� 중,� 2학기는� 7월� 중)

2) 신청대상� :� 1학년� 2학기�이상� 재학생

3) 이수방법

� � � � � � � � � ·� 복수전공�이수학점� :� 해당�전공의�필수과목을�포함하여� 42학점�이상�

� � � � � � � � � ·� 부전공�이수학점� :� 부전공�필수과목을�포함하여� 21학점�이상�

� � � � � � � � � ※� 복수/부전공의�변경은�재학�중� 1회만� 가능합니다.

� � � ■� 전과

� � � � �•�소속�학부(과),� 전공을�다른�학부(과)� 전공으로�변경하는�것을�말함

1)� 신청시기� :� 매� 학기말(1학기는� 1월� 중,� 2학기는� 7월� 중)

2)� 신청대상

� � � � � � � � � ·�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재학생

� � � � � � � � � ·� 직전학기�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 � � � � � � � � ·� 전과�신청학기까지의�학점이�아래�기준을�충족해야�함

� � � � � � � � � �

1학년� 2학기�신청자:� 30학점� 이상� /� 2학년� 1학기�신청자:� 45학점� 이상�

2학년� 2학기�신청자:� 60학점� 이상� /� 3학년� 1학기�신청자:� 75학점� 이상

3)� 신청기준

� � � � � � � � � ·� 학과�모집정원의� 100%까지�가능하나,� 사범계인�교육심리학과는�모집정원의� 10%이내�범위에서�

허가할�수� 있습니다.�

� � � � � � � � � ·� 어떤�학과든�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나,� 재학� 중�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한� 번� 전과를�

하면� 다시� 전과신청이�불가능합니다.�

� � � � � � � � � ·� 입학당시의�모집단위를�변경하는�것이므로�동일학부�내의�다른�전공으로의�전과는�불가능합니다.�

� � � � � � � � � ·� 자율전공학부는�전공결정�이후인�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전과신청이�가능합니다.�

� � � � � � � � � ·� 특정한�학과나�전공의�경우�시험,� 면접의�실시나�평점평균의�제한을�할�수도� 있습니다.�

� � � ■� 교직이수

1)� 설치전공� :� 모집단위별�교직설치학과�참조(p.5)

� � � � � � � � � ※� 제1전공에� 교직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학생들만� 교직이수� 가능.� 교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타� 학과

(전공)의� 학생들은�교직이수�불가�

2)� 신청시기� :� 2학년� 2학기(11월경)에�⌜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학과(전공)� 사무실에�제출
� � � � � � � � � ※� 교육심리학과는�전원� 교직을�이수하므로�제외

3)� 신청대상�

� � � � � � � ·� 2학년� 2학기까지�전공� 4과목� 이상,� 교직(필수)� 2과목�이상(각�평균성적이� 80점�이상)� 이수한�학생

� � � � � � � � � ·� 제1전공에�교직이�설치된�학과(전공)의�재학�중인�학생

� � � � � � � � � ·� 교직이�설치되어�있지�않은�타� 학과(전공)의�학생들은�교직이수�불가

� � � � � � 4)� 이수승인� :�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제출한�학생�중�학과�교수면접�및�성적,�인성�및�적성을�고려하여�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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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명�가나다순

모집단위 계열 관련직업

경영학과
인문

사회

마케팅� 관리자,� 브랜드� 매니저,� 마케팅� 리서처,�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컨설턴트,� 유통

관리자,� 인사·조직관리전문가,� 공인노무사,� 회계·재무관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재무분석전문가,� 공무원,� 국제경영관리자,� 해외주재원,� 관세

사,� 해외진출� 컨설턴트,� 고객관리전문가,� 상업정보교사,� 생산·운영� 관리� 종사자(국내외�

제조업체,� 유통·물류업체,� 항공사,� 여행사,� 호텔,� 컨설팅업체,� 정부,� 공기업)� 등

경제학과
인문

사회

공무원,� 은행원,� 증권중개인,� 투자분석가,� 공공부문� 연구조사업무,� 무역업,� 기업� 사무

직,� 기자,� 회계사,� 세무사,� 신용평가사,� 펀드매니저,� 재무위험관리사,� 노사관계전문가,�

보험계리사,� 경제연구조사원(대학,� 경제연구소),� 자산운용가,� 경제학자,� 교수,� 법조인�등

공예전공 예체능

도예가,� 공방운영자,� 타일디자이너,� 테이블웨어디자이너,� 건축·인테리어�디자이너,� 미술�

치료사,� 유아·초·중·고·대학� 공예� 강사,� 전업� 작가,� 공방� 작가,� 인터넷� 쇼핑몰� CEO,� 에

디터,� 큐레이터,� 예술� 관련� 기관� 매니저,� 해외� 레지던스� 참여� 작가� 및� 국제� 예술� 관련�

페어�작가,� 전시�기획자,� 컬러리스트�등

교육심리학과 사범

상담·임상심리� 전문가(아동·청소년� 상담실,� 병원,� 대학� 및� 기업� 상담실,� 정신보건센터�

등),� 교육심리� 전문가(교육� 및� 학습관련� 연구소,� 학교,� 복지관,� 대학,� 교수학습센터),�

학습� 컨설턴트,� 학습치료사,� 측정·평가� 전문가(대학� 및� 연구소,� 조사� 회사� 등),� 통계�

전문가,� 입학사정관,� 중·고등학교�전문� 상담�교사,� 교과�교사�등

국어국문학과
인문

사회

중·고등학교� 교사,� 한국어학당� 교사,� 학원� 강사,�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자,� 대학�

교수� 및� 연구원,� 국어국문학자,� 고전� 번역� 전문가,� 언론·출판·방송사� 종사자,� 소설가,�

시인,�수필가,�시나리오�작가,�카피라이터,�문학�치료사,�서사�전문가,�독서·논술�지도사�등

기독교학과
인문

사회

목회자,� 신학자,� 기독교�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비영리기관� 활동가,� 기독교� 상담

사,� 특수치료사,� 선교� 단체�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기독교교육연구소� 연구원,�

광고·홍보� 전문가,� 행정·경영·서비스�관리자,� 일반·외국계�기업� 종사자,� 기독교�관련� 방

송국·출판사� 종사자,� 작가,� 의료·법률� 업계� 종사자(병원,� 클리닉센터,� 제약회사,� 보험

사,�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

독어독문학과
인문

사회

인문계열� 교수,� 승무원,� 국제무역가,� 국제영업� 담당자,� 국내기업� 해외주재원,� 외국계�

기업� 임직원,� 비서,� 호텔리어,� 광고·전시� 기획자,� 큐레이터,� 출판� 에디터,� 번역가,� 통역

가,� 기업� 종사자(독일어권� 국가와� 교류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독일어권이나� 동구권�

주재� 한국� 기업,� 한국주재� 독일계� 기업),� 외국어�학원� 강사,� 서비스� 업계� 종사자(호텔,�

여행사,� 항공사),� 언론� 기관� 종사자(방송국,� 신문사� 등),� 공무원,� 독일대사관·독일문화

원�종사자�등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자연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간� 빅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

너,� 전략� 컨설턴트,� DB 관리자(DB 전문컨설팅회사,� 일반기업� 전산실,� 시스템통합업체,�

데이터� 관리유통� 공공기관),� 네트워크� 운영·관리자(정보통신� 기업,� 공공기관,� IT 컨설팅�

기업)� 등

디지털미디어학과 자연

컴퓨터� 과학자,� 교수,� 연구원(대학,� 국가기술�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DB 관리자

(DB 전문컨설팅회사,� 일반기업� 전산실,� 시스템통합업체,� 데이터� 관리유통� 공공기관),�

네트워크� 운영·관리자(정보통신� 기업,� 공공기관,� IT 컨설팅� 기업),� 기술직� 공무원,� SW

품질평가� 전문가(기업� 품질보장팀,� 연구소,� 공공기관,� 정보보호� 기관� 및� 업체),� 콘텐츠�

기획자,� 콘텐츠� 마케터,� 서비스� 개발자,� UX� 디자이너,� 화면설계� 디자이너,� 웹� 디자이

너,� 웹� 개발자,� 게임� 제작자,� 광고� 전문가,�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디지털� 애니메이

터,� 앱�개발자,� CG�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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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인문

사회

사서(공공·대학·전문도서관),�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 기업체� 정보지원부서� 자료� 관리

사,� 의학전문사서·주제전문사서� 등의� 전문기관� 지식관리자,� 정부출연� 기관� 연구원,� 신

문사나� 방송국� 자료실,� 정보� 관리사·조사부� 기자,�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콘텐츠� 기획�

전문가,� 정보시스템�개발자�및�전문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아키비스트�등

불어불문학과
인문

사회

일반� 기업� 및� 기관� 종사자(공기업,� 금융계,� 무역� 업체,� 재한� 프랑스� 기관,� 항공사,� 고

속철도,� 출판·광고� 업체,� 기획,� 패션� 관련� 기업),�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전문� 분야� 개

척(의상·인테리어�디자이너,�요리사,�호텔리어),�전문�통역사,�번역가,�영상�번역�전문가�등

사학과
인문

사회

공무원,� 연구원(대학,�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리기관),� 역사학자,� 교사,� 학예사,� 큐레이

터,� 문화재조사원,� 문화재관리원,� 기록물관리사,� 방송� 작가,� 문화관광해설사,� 금융·출

판·여행�업계�종사자�등

사회복지학과
인문

사회

지역사회기관�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지도사(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

인관련기관,� 아동·청소년기관,� 청소년� 수련원� 등),� 의료·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병원� 사

회복지실�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등),� 학교� 사회복지

사,� 사회복지� 공무원,� 비영리·봉사구호� 단체� 종사자,� 공공·민간기관� 종사자(기업� 사회

공헌팀,�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연구원(국책연구소,� 정부기관),� 교수,� 학자,� 사회조사분

석사�등

산업디자인학과 예체능

대기업� 소속� 디자이너(삼성전자,� LG 전자,� 이랜드,� 현대백화점� 등),� 가구� 디자이너(한

샘,� 퍼시스,� 에넥스� 등),� 웹� 디자이너(NHN,� 다음,� SK� Planet� 등),� 제품� 디자이너,� 전

시기획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환경� 디자이너,� VMD� 및� 코디네이터,� UX(UI,� GUI)� 디

자이너,� 무대�미술� 연출가,� 악세서리�디자이너�등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자연

정보통신기술자,� 교수,� 연구원(대학,� 국영�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시스템통합업체,� 게임·애니메이션업체,� 통방융합� 관련� 업체,� 미디어자동인식개

발업체,� 방송국영상미디어기술� 연구소),� 웹기획자,� 웹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웹관리

자,� 공무원,� 기타� 전산직(항공사,� 신문사,� 금융권)� 등

수학과 자연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연구원,� 금융� 분야� 사무직� 종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

평가회사),� 보험상품개발자,� 파생금융상품개발자,� 펀드매니저,� 암호전문가,� 프로그래머,�

웹마스터,� 시스템관리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전산망관리자,� 사회정보� 수집·분석·활용�

전문가,� 기업�전산직�종사자�등

시각디자인전공 예체능

교수,� 디자인� 강사,� 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학예연구관,� 공무원,� UX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북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웹·멀티미디어�디자이너,� 모션그래

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등

식품응용시스템학부 자연

[식품공학전공]� 식품공학기술자,� 기업� 식품학연구원(식품제조회사,� 식품화학·분석�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식품가공유통업체,� 식품품질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부� 기관�

연구원(보건복지부,� 농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관리직,�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 공공기관�및�대학병원�연구원�등

[식품영양학전공]� 푸드서비스� 매니저(식품회사,� 외식기업,� 급식전문기업,� 호텔,� 병원,�

식품유통업체),� 임상영양사(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상담영양사,� 보건교육사,� 건

강서비스� � � 전문가,� 국제영양� 전문가,�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식품� 개발자(식품� 관

련�기업,�지역특산물�연구소),� 교수,�연구원(정부�산하�연구소,� 대학,�식품회사,�병원)� 등

아동학과
인문

사회

유아교육학�교수,� 보육정보센터�연구원�및� 센터장,� 장학사,� 장학관,� 유아정책연구소�연

구원,� 보육교사,� 교육공무원,� 아동문학가,� 그림� 작가,� 기자,� 방송� 작가,� 유아� 교구� 및�

교재� 개발자,� 아동심리학� 교수,� 연구원,� 발달심리사,� 상담심리사,� 아동상담사,� 발달진

단평가사,� 임상심리사,� 아동지능검사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진로상담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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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계열 관련직업

언론영상학부
인문

사회

기자,� 웹� 저널리스트,� 보도·시사� PD,� 아나운서,� 방송� 작가,� 영상� 제작� 및� 편집자,� 웹·

모바일� 기획자,� 웹� 퍼블리셔,� 홍보·광고� 기획� 및� 제작자,� 마케팅� 커뮤니케이터,� 엔터테

인먼트�기획자�등

영어영문학과
인문

사회

통·번역가(국제회의전문용역업체,� 관광기획업체,� 통역서비스업체,� 국제기구,� 국제연구·

학술기관,� 번역기획·용역업체,� 프리랜서),� 영어영문학자,� 교수,� 연구원,� 법률가,� 국제기

구� 종사자,� 기업� 국제협력팀� 종사자(국내·외국계� 일반기업,� 공기업,� 문화·예술·방송� 업

체,� 법률·회계법인,� 호텔,� 항공사,� 여행사),� 중·고등학교�교사,� 학원� 강사,� 영어� 학습� 프

로그램�개발자,� 영어�유치원�교사�등

원예생명조경학과 자연

원예분야� 연구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림청,� 환경부,� 한국과학연구소,� 원예작물환경

연구원,� 농업환경생태계연구원),� 생명공학분야� 연구사(미생물의약연구원,� 농업생화학연

구원,� 육종연구소,� 식물병리연구원,� 생물분자유전연구원),� 국가직� 공무원(조경직,� 농업

행정직,� 인천공항공사,� 농업고등학교�교사,� 식물� 검역관),� 기업체�종사자(농업기술센터,�

병원부설연구소,� 종묘회사,� 화훼장식� 및� 꽃전시이벤트� 전문회사,� 조경설계회사,� 시공·

건설·환경�업체� 미래생명분야�전문� 기업)� 등

일어일문학과
인문

사회

통·번역가(일반� 기업,� 정부기관,� 방송국,� 문화예술계,� 출판� 등),� 연구원(대학,� 연구기관,�

국제교류원),� 교수,� 일본어� 편집자,� 영상� 제작자,� 애니메이션� PD,� 중·고등학교� 교사,�

어학원�강사,� 서비스�업계�종사자(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

정보보호학과 자연

기업� 정보보호� 전문가(금융권,� 대기업,� 공공기관,� 인터넷서비스� 기업,� IT ·정보보호� 부

서),� 컴퓨터보안�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운영관리자,� IT� 컨설턴트,� 정보보호� 컨설턴트,�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교수,� 연구원,� 통신공학기술자�등

중어중문학과
인문

사회

연구원(대학,� 기업�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교수,� 중어중문학자,� 중국어� 교사(중

등),� 중국어�학원� 강사,� 중국어�학습� 프로그램�개발자,� 프리랜서�기고가,� 중국� 관련� 기

업� 종사자,� 언론�기관�종사자(언론사,� 출판사,� 방송사),� 통·번역가,� 중국주재원,� 무역·유

통·운송�업계�종사자,� 서비스�업계�종사자(항공사,� 여행사,�호텔,� 관광·서비스�상담소)�등

스포츠운동과학과 예체능

생활� 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 코치,� 학교� 체육� 지도자,� 퍼스널� 트레이너,� 특수체육교

사,� 장애인센터� 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임상� 운동사,� 선수트레이너,� 스포츠� 기록사,�

스포츠� 정보분석� 전문가,� 체육행정공무원,� 체육과학연구원,� 체육학자,� 교수,� 연구원,�

군인,� 경찰,� 교수,� 국가� 공인�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 언론� 및� 홍보� 전문가(기자,� 작

가,� 해설위원)� 등

패션산업학과
인문

사회

여성복� 디자이너,� 남성복� 디자이너,� 속옷� 디자이너,� 아동복� 디자이너,� CAD 사,� 모델리

스트,� 기획MD,� VMD,� 바잉MD,� MR,� 한복� 디자이너,� 소재�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패션� 광고� 전문가,� 패션� 컨설턴트,� 패션� 디렉터,� 브랜드� 매니저,� 샵마스터,� 패션� 에디

터,� 교수,� 디자인�강사,� 특성화�고등학교�교사,� 학예사,� 섬유·의류�관련�연구원�등

행정학과
인문

사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행정학자,� 정부기관� 종사자,� 일반� 기업체� 행정� 관리자,� 시

민운동가,� 교수,� 연구원,� 변호사,� 판사,� 검사,� 기업� 및� 금융기관�법률�전문가�등

현대미술전공 예체능

현대미술가,� 화가,� 판화가,� 미술� 교사,� 예술품� 보존·복원� 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 전

시디스플레이어,� 비주얼머천다이저,� 예술자료� 아키비스트,� 학예사,� 미술� 관련� 업체� 종

사자(미술관,� 갤러리,� 교육기관,� VMD 회사,�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분야,� 출판사),�

방송영화� 및� 영상전문가,� 미디어파사드� 디자이너,� 행위예술가,� 드로잉작가,� 다원예술

가,� 도시환경디자이너,� 공연예술가,� 디지털행위예술가,� 학원� 강사,� 교수� 등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자연

[화학전공]�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 공무원,� 일반� 기업� 연구원(첨단� 소재,� 바이오기술,�

석유,� 정밀화학제품,� 환경,� 염료,� 비료,� 섬유,� 제약,� 화장품,� 식품� 분야),� 병원� 임상실�

연구원,� 변리사�등

[생명환경공학전공]� 교수,� 생명과학자,� 생태과학자,� 생물공학연구원,� 생명과학전문가,�

환경공학기술자,� 기업체� 연구원(병원,� 제약회사,� 기업바이오연구소,� 바이오텍회사,� 환

경�관련�기업),� 공공기관�연구원(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국립생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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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어 촌 학 생  재 학 사 실 증 명 서 ]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재

학

기

간

학교명
학교주소[정확한 주소(도로명, 읍ㆍ면 주소 

  모두 기재)를 기입]
재학기간

초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중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거주지 
확인
사항

6년

□
농어촌(읍·면)소재 중·고교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
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본인 모두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함

12년

□
농어촌(읍·면)소재 초·중·고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
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함

직장
소재지

부 :

모 :

      위 학생은 귀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대상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담임(부장)교사                     

                                              휴대전화번호  :

                                              학교전화번호  :

                                                                 고등학교장

※ 확인 시 주의사항

Ÿ 지원자격은 연속된 년수만을 인정함 
Ÿ 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하며(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을 포함함. 
Ÿ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는 지원 불가 
Ÿ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도서・벽지 지역이 동 지역 또는 도서・벽지 해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면・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Ÿ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 
Ÿ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Ÿ 졸업예정자의 경우 서류제출 마감이후 농어촌지역 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사실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서식 1】   2021 정시[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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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치�및� 교통안내

1.� 주소

� � � (우)� 01797�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2.� 입학관련부서�연락처�

� � � 입학팀� [TEL� :� 02-970-5051~4,� FAX� :� 02-3399-2844,� 홈페이지� admission.swu.ac.kr]

3.� 교통편

� 가.� 학교버스� :� 학교�↔�태릉입구역(7번� 출구)� 간� 운행

� 나.� 지� 하� 철� :� 1호선,� 6호선�석계역(4번�출구)에서�하차하여�시내버스�이용�가능

6호선,� 7호선� 태릉입구역(7번�출구)에서�하차하여�스쿨버스,� 시내버스�이용�가능

6호선�화랑대역(1번� 출구)에서�하차하여�시내버스�이용�가능

6호선�화랑대역(4번� 출구)에서�하차하여�도보로� 10~15분�소요

� 다.� 시내버스� :� 202번,� 1155번,� 1156번� →� 정문� [정류장명:� 서울여대,� 육군사관학교�행정안내소]

1122번,� 1132번,� 1143번� →� 남문� [정류장명:� 화랑타운아파트�혹은�우방아파트]

� 라.� 자가용�이용� 시� 정문�이용(남문으로는�차량�입출차�불가)

4.� 위치(본교� 찾아오는�길)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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