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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입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 등록기간 [2021. 2. 8 (월) ∼ 2. 10 (수)] 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 위반 시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 될 수 있음

✔ 복수지원 허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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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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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종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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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고교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조기졸업예정자는 조기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서류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합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충원 포함)등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우석대학교 

홈페이지(woosuk.ac.kr)에 게시하므로 수험생은 항상 공지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 입학원서의 연락처는 신속하게 연락될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고, 장기간 출타 등의 연락두절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바뀐 연락처를 본 대학교 
입학관리팀으로 통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 (추후에 발견될 경우도 포함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모집단위별로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도, 입학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입학원서, 수험표 및 접수증의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지원자격 미달,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해야 함

✔ 면접･실기고사 대상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의 접수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신입생은 첫 학기(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군복무,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는 대학 재학 중 실험실습 과정이나 졸업 후 진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과(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법령이 정한 한의예과, 약학대학 이외의 학과는 의･약사의 자격･면허와 관련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
✔ 교직 표시가 있는 학과(부)는 재학 중 교육부의 교직과정 재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령이나 본 모집 요강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 6 -

대학입학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1.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 제공
  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제공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요청하고, 고교에서 해당대학에 
온라인으로 자료를 송부함

  나. 온라인제공 시스템 설치 고교의 졸업(예정)자는 입학원서 작성 시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함
  다.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제공 대상 제외 고교 출신자는 지

원 대학에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별도로 제출해야 함
  라.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도 지원 대학에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

출해야 함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성적발표일부터 모든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함
  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본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온

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는 본교에 성적표를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3. 검정고시 자료 온라인 제공
  가. 2015년 1회차 ~ 2020년 2회차 응시자에 한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함
  나. 2015년 이전 응시자 및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는 본교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다.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기간 : 2021. 1. 6.(수) ~ 2. 28.(일)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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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 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입학정원 변경 간호학과 120명 간호학과 140명

통합선발

35개학과 자율전공대학으로 통합선발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제외)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일반학과
(아래 

모집단위 
제외)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학/사회/ 
직업 탐구 중 

1개 영역 
(1과목)

가산점

3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반영

70%(35%+35%)
30% -한국사

한약학과, 
한의예과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학/사회 
탐구 중 
1개 영역 

(2과목 평균)

가산점

20% 30% 20% 30%

-한국사
-수학가형  
(취득점수의 
10%)

좌동

영어 수능등급 
반영

영어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좌동

한국사 
가산점수 반영

한국사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5 5 5 4 4 3 3 2 1

좌동

2021학년도 전형 주요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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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Ⅰ

구분 모집단위 교직

가군 나군

수능위주 수능위주 실기위주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외

일반학생 기회 균형 농어촌
학생 일반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회 균형 농어촌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기회 균형 농어촌

학생

의·생명

한의예과 　   14
한약학과 　   14     
간호학과 교직   30     
작업치료학과 　 7       
물리치료학과   6     

사범

특수교육과 교직 5
유아특수교육과 교직 5
수학교육과 교직 2
국어교육과 교직 4

의·생명
제약공학과 　

64  
  
  
  
  
  
  
  
  

    
식품생명공학과 교직     
생명과학과* 　     

사회 
복지

아동복지학과 교직     
재활학과 　     
심리학과 교직     
상담심리학과* 　     

공공 
안전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정보보안학과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국방기술학과* 　       

융복합
서비스

경영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직     
유통통상학부 　     
외식산업조리학과 교직     
항공서비스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문화 
예술

공연예술뮤지컬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문예창작학과* 　       

스마트
공학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직       
전기전자공학과 교직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IT전자융합공학과* 　       

인프라
공학

조경학과 교직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체육
체육학과 교직       
태권도학과 교직       
스포츠지도학과 교직       

합 계 23 128

 

※ 정시모집인원은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표시는 진천캠퍼스 

※ 통합계열학과로 입학한 학생도 교직과정 신청 가능(단, 교직과정 선발은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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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Ⅱ

구    분 일 시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 원서 접수

  2021. 01. 07. (목) 09:00 
∙인터넷접수 (https://www.uwayapply.com )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방문접수
  전주캠퍼스 : 대학본부 1층 입학원서 접수처
  진천캠퍼스 : 미래센터 지하 1층 입학관리팀

      ~ 01. 11. (월) 18:00

추가서류 제출 2021. 1. 13. (수) 17:00 까지

∙우편제출
  우)553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입학관리팀
  ※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방문제출
  전주캠퍼스 :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팀

실기 
(해당학과) 나군  2021. 1. 21. (목)

∙면접·실기고사 : 스포츠지도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정원외 전형만 해당되며, 수시 모집인원  

이월인원 선발)

※ 면접·실기고사, 
체력측정 장소와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예정

합격자 발표 가·나군  2021. 1. 29. (금)

∙본교 홈페이지(httpss://www.woosuk.ac.kr)에서 수험생 직접 
확인(개별공지 안함) 

∙등록금납부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 등 제반 유인물은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합격자등록금 
최종납부

2021. 2. 8. (월)
 
   ~  2. 10.(수)

∙전북은행 또는 농협 전국 각 지점
∙등록금 고지서 : 본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2021. 2. 10. (수)

    ~ 2. 18. (목) 21:00
∙입학원서의 연락처로 전화통지
∙미등록 충원 차수별 합격자는 추후 홈페이지 공고

∙충원 합격자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충원 차수별 합격자 등록금 납부일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금 최종납부기간 2021. 2. 19. (금)

최종등록자 추가서류 제출 2021. 2. 23.(화) ∙해당전형 : 농어촌학생전형
∙제출서류 : p.15 / p.20 참조

http://www.u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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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전형별 안내Ⅲ

수 능 위 주  일반학생 전형 – 가군,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능 미응시자는 지원 불가함.
    ※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 응시자는 한약학과, 한의예과 지원 불가함.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 수능 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p.29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5. 수능 최저학력 기준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 11 -

수 능 위 주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정원 외) –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학력인정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모집단위별 기준학과에 포함되어야 지원 가능함.
       (단, 해당 기준학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기준학과 일치여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와 우리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모집단위별 기준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함.  
    ※ 수능 미응시자는 지원 불가함.
      
  ◎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모집단위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소방방재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생물공학기술과, 
섬유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항공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정보처리과

외식산업조리학과
관광경영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조리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동물자원과,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농산물유통정보과

   ※ 위 표에서 제시된 기준학과명 외의 지원자는 원서 접수 전 상담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063-290-1040)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 수능 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p.29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5. 수능 최저학력 기준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제출일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2021. 1. 13.(수)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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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능 위 주  기회균형 전형 (정원 외) - 가군,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

서 차상위 복지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 가
구의 학생

    - 한부모가정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수능 미응시자는 지원 불가함.
    ※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 응시자는 한약학과, 한의예과 지원불가함.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 수능 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p.29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5. 수능 최저학력 기준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대 상 자 서류명 비 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021 .1 . 1 .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자활근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
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한부모가정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서류 제출 기한 : 2021. 1. 13.(수) 17:00
   ※ 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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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능 위 주  농어촌학생 전형 (정원 외) - 가군,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유형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본인 모두가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유형2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수능 미응시자는 지원 불가함.
    ※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 응시자는 한약학과, 한의예과 지원불가함.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이며 만약 재학 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이후라도 합격(또는 
입학)을 취소함.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변동은 예외로 함.)

    ※ 재학 중 법률상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 이후의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  유 사유 발생 이후 거주요건 판단기준

부모 모두 사망(실종)  • 지원자

부모 일방 사망(실종)  • 사망(실종)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지원자

부모 이혼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와 지원자

재혼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 경합 시 양육권(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인정)을 가진 자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 수능 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p.29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5. 수능 최저학력 기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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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 유형1 지원자

  

서류명 비고 제출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2021. 1. 13.(수)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 • 재학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주소 확인 용도

 주민등록초본(본인·부·모) 각 1부 • 주소변동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1부 • 지원자·부·모 모두 기재되어야 함

  ※ 특이자는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구 분 서 류 명 비 고

부모의
사망 또는 

실종

• 부·모·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초본 1부

 • 2008. 1. 1.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2008. 1. 1.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 재학 중 부모 사망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 부·모·지원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서류 : 친권자 기준

기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초본 1부
• 기타 사실 관계 입증이 가능한 서류 1부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유형2 지원자

  

서류명 비고 제출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

하지 않은 자

2021. 1. 13.(수)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농어촌학생전형 확인서 1부 • 재학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주소 확인 용도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 주소변동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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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서류명 비고 제출일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발급 기준일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

2021.2.23.(화)까지
 주민등록초본 1부

• [유형1] 본인,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유형2] 본인 주민등록초본
• 발급 기준일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

  ◎ 유형1, 유형2 지원자 공통사항
   ※ 제출서류는 2021. 1. 1 이후 발급 된 것이어야 함.
     (단, 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은 재학 기간 내 전체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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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능 위 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정원 외) -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상이등급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수능 미응시자는 지원 불가함.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 수능 1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p.29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

 5. 수능 최저학력 기준 : 해당없음

 6. 제출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2021. 1. 1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 1부

• 상이등급 장애 판정자 (상이등급 기재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서류 제출 기한 : 2021. 1. 13.(수) 17:00
   ※ 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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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 위 주  기회균형 전형 (정원 외) -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

서 차상위 복지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 가
구의 학생

    - 한부모가정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모집단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수능 면접 실기 합계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0% - 30% 60% 100%

 4.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p.28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

 5. 실기고사 실기종목별 안내
   ⦁p.24 체육학과 실기종목 참조
   ⦁p.25 스포츠지도학과 실기종목 참조
   ⦁p.27 태권도학과 실기종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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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중
 - 2015년 이전응시자
 - 2015년 1회차 ~ 2020년 2회차 

응시자 중 검정고시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p.6 검정고시 자료 온라인 제공 참조

외국고교 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1부

• 최종합격한 졸업예정자는 
2021.1.6.(수)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2021 .1 . 1 .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자활근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
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한부모가정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서류 제출 기한 : 2021. 1. 13.(수) 17:00
   ※ 제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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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 위 주  농어촌학생 전형 (정원 외) - 나군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확정된 모집인원은 모집개시일 이전에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 유형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모와 본인 모두가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유형2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이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이며 만약 재학 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아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이후라도 합격(또는 
입학)을 취소함.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변동은 예외로 함.)

    ※ 재학 중 법률상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사망(실종)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 이후의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  유 사유 발생 이후 거주요건 판단기준

부모 모두 사망(실종)  • 지원자

부모 일방 사망(실종)  • 사망(실종)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지원자

부모 이혼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와 지원자

재혼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 경합 시 양육권(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인정)을 가진 자

 3. 전형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

 

모집단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수능 면접 실기 합계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0% - 30% 60% 100%

 4.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p.28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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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기고사 실기종목별 안내
   ⦁p.24 체육학과 실기종목 참조
   ⦁p.25 스포츠지도학과 실기종목 참조
   ⦁p.27 태권도학과 실기종목 참조

 6. 제출서류
  ◎ 유형1 지원자

  

서류명 비고 제출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2021. 1. 13.(수)  
17:00 까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농어촌학생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주소 확인 용도

 주민등록초본(본인·부·모) 각 1부 • 주소변동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1부 • 지원자·부·모 모두 기재되어야 함

  ※ 특이자는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구 분 서 류 명 비 고

부모의
사망 또는 

실종

• 부·모·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초본 1부

 • 2008. 1. 1.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2008. 1. 1.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 재학 중 부모 사망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 부·모·지원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서류 : 친권자 기준

기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친권자 주민등록초본 1부
• 기타 사실 관계 입증이 가능한 서류 1부
(기본증명서, 친권확인서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유형2 지원자

  

서류명 비고 제출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2021. 1. 13.(수)  
17:00 까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농어촌학생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주소 확인 용도

 주민등록초본(본인) 1부 • 주소변동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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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비고 제출일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발급 기준일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

2021.2.23.(화)까지
 주민등록초본 1부

• [유형1] 본인,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유형2] 본인 주민등록초본
• 발급 기준일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

  ◎ 유형1, 유형2 지원자 공통사항
   ※ 제출서류는 2021. 1. 1 이후 발급 된 것이어야 함.
     (단, 최종등록자 추가 제출서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 주민등록초본은 재학 기간 내 전체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제출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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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Ⅳ

  면접고사

 1. 대상학과 및 일자

 

구분 학과 일자 비고

나군

스포츠지도학과

2021. 1. 21. (목)

·면접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정원 외 전형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학과별 면
접고사 세부사항은 대학홈페이지에 
추후 공지예정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 면접일정은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면접고사실 및 수험생 대기실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 
    ※ 학과연락처 : 스포츠지도학과(063-290-1753), 체육학과(063-290-1637),  

태권도학과(063-290-1766)
 
 3.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도구

 4. 평가 내용 : 인성 평가 및 학과에 대한 기초지식, 적성, 전공 관심도 등 학습자질 평가

 5. 안내 사항 : 면접고사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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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고사

 1. 대상학과 및 일자

 

구분 학과 일자 비고

나군

스포츠지도학과

2021. 1. 21. (목)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정원 외 전형에 한하여 실시하
며(기회균형, 농어촌학생) 학과
별 면접고사 세부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예정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 실기일정은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실기고사장 및 수험생 대기실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
    ※ 학과연락처 : 스포츠지도학과(063-290-1753), 체육학과(063-290-1637),  

태권도학과(063-290-1766)
 
 3.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실기고사 준비물

 4. 평가 내용

 

모집단위 실기종목 실기 고사 내용 반영비율 준 비 물

 스포츠지도학과 공통실기
왕복달리기

60% 운동화, 운동복제자리 높이뛰기
매디신볼 던지기

 체육학과 공통실기
윗몸일으키기

60% 운동화, 운동복지그재그런
서전트점프

 태권도학과 선택
겨루기 기본발차기, 타켓겨루기, 실전겨루기

60% 무도복, 띠품 새 기본발차기, 지정품새, 자유품새
시 범 기본발차기, 지정격파, 자유종합격파

 5. 안내 사항 : 실기고사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에서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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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 실기종목별 안내사항

  1. 윗몸 일으키기
     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시작소리와 함께 실시한다.
     ② 1분간 실시하여 기록을 평가한다.
      ※ 유의사항

- 누웠을 때 어깨가 바닥에 닿고 일으켰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 1개수로 인정한다.
- 허리에 반동을 주고 일어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수험생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후드티 착용을 금지하고 후드가 없는 

학과 트레이닝복을 사이즈별로 비치하여, 착용하게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이 센서에 영향을 주어 측정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어 
정확한 측정을 위해 머리망과 머리끈을 비치하여 착용 후 측정

- 측정 종료 후 횟수 본인 확인 후 서명날인 한다.

 2. 지그재그런    
     ① 지그재그런은 다음 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코스를 2바퀴 돈다.
     ② 출발법은 스탠딩 스타트 법으로 하고 1명씩 출발시킨다.
     ③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였을 때는 재출발 시킨다.
      ※ 유의사항

- 달리는 도중에 표시물을 넘어뜨렸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수험생에게는 1회 시기를 부여, 넘어졌을 때 몸의 일부가 결승점을 통과하면 기록으로 한다.
- 측정 종료 후 본인 기록 확인 후 서명날인 한다.

 3. 서전트 점프
     ① 구름판 위에 양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선다.
     ② 신호음이 들리면 무릎을 굽혔다 펴고 팔을 힘껏 위로 뻗으면서 높이 점프한다. 
     ③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택하여 기록한다.
      ※ 유의사항

- 예비 동작시 2중 점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호음이 들리면 5초 이내에 점프하도록 한다.
- 점프한 후 구름판 위에 두발이 착지되도록 한다.
- 구름판에서 2회 벗어나면 실격처리 한다.
- 측정 후 2회 중 높은 기록 본인 확인 후 서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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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목별 평가 기준표

윗몸일으키기(회/1분) 지그재그런(초) 서전트(cm)
점수 남 여 점수 남 여 점수 남 여
80점 72이상 66이상 80점 32.50이하 38.50이하 80점 67이상 52이상
78점 70~71 64~65 78점 32.51~33.01 38.51~39.01 78점 65~66 50~51
76점 68~69 62~63 76점 33.02~33.52 39.02~39.52 76점 63~64 48~49
74점 66~67 60~61 74점 33.53~34.03 39.53~40.03 74점 61~62 46~47
72점 64~65 58~59 72점 34.04~34.54 40.04~40.54 72점 59~60 44~45
70점 62~63 56~57 70점 34.55~35.05 40.55~41.05 70점 57~58 42~43
68점 60~61 54~55 68점 35.06~35.56 41.06~41.56 68점 55~56 40~41
66점 58~59 52~53 66점 35.57~36.07 41.57~42.07 66점 53~54 38~39
64점 56~57 50~51 64점 36.08~36.58 42.08~42.58 64점 51~52 36~37
62점 54~55 48~49 62점 36.59~37.09 42.59~43.09 62점 49~50 34~35
60점 52~53 46~47 60점 37.10~37.60 43.10~43.60 60점 47~48 32~33
58점 50~51 44~45 58점 37.61~38.11 43.61~44.11 58점 45~46 30~31
56점 48~49 42~43 56점 38.12~38.62 44.12~44.62 56점 43~44 28~29
54점 46~47 40~41 54점 38.63~39.13 44.63~45.13 54점 41~42 26~27
52점 44~45 38~39 52점 39.14~39.64 45.14~45.64 52점 39~40 24~25
50점 42~43 36~37 50점 39.65~40.15 45.65~46.15 50점 37~38 22~23
48점 41이하 35이하 48점 40.16이상 46.16이상 48점 36이하 21이하

스포츠지도학과 실기종목별 안내사항

 1. 왕복달리기(25m 왕복2회 : 총 100m)
     ① 준비와 함께 출발선에 서서 출발한다.
     ② 신호음과 함께 전력질주 하여 전방에 있는 칼라콘 또는 지주(깃대)를 돌아온다.
     ③ 이와 같은 동작을 2회 왕복한 시간을 측정한다.
     ④ 칼라콘(지주)을 잡거나 넘어뜨리면 파울이다.

 2. 제자리 높이뛰기(버티컬 서전트 점프)
     ① 측정판(정사각형)에서 수직 점프한다.
     ② 양발이 측정판에 닿아있는 정지자세에서 점프한다.
     ③ 2회 측정하여 최고 기록을 점수로 인정한다.
     ④ 2중 점프, 넘어짐, 점프판을 벗어나 착지한 경우 파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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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메디신볼 던지기(남 3kg, 여 2kg)
     ① 양발을 지면에 붙이고 제자리에 선 자세에서 2회 던진다.
     ② 양손을 이용하여 전면 중앙을 향해 오버드로우(Over Throw)로 던져야 한다.
     ③ 볼을 던지고 난 후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 파울이다.
     ④ 볼이 떨어지는 지점이 지정된 좌우 경계선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4. 종목별 평가 기준표
25m 왕복달리기(초) 서전트점프(cm) 메디신볼 던지기(m)

점수 남 여 점수 남 여 점수 남 여
80점 16초99이하 18초99이하 80점 75이상 56이상 80점 11.00이상 8.0 이상
78점 17초00~17초39 19초00~19초39 78점 74 55 78점 10.7~10.9 7.7~7.9
76점 17초40~17초79 19초40~19초79 76점 73 54 76점 10.4~10.6 7.4~7.6
74점 17초80~18초19 19초80~20초19 74점 72 53 74점 10.1~10.3 7.1~7.3
72점 18초20~18초59 20초20~20초59 72점 71 52 72점 9.8~10.0 6.8~7.0
70점 18초60~18초99 20초60~20초99 70점 70 51 70점 9.5~9.7 6.5~6.7
68점 19초00~19초39 21초00~21초39 68점 69 50 68점 9.2~9.4 6.2~6.4
66점 19초40~19초79 21초40~21초79 66점 68 49 66점 8.9~9.1 5.9~6.1
64점 19초80~20초19 21초80~22초19 64점 67 48 64점 8.6~8.8 5.6~5.8
62점 20초20~20초59 22초20~22초59 62점 66 47 62점 8.3~8.5 5.3~5.5
60점 20초60~20초99 22초60~22초99 60점 65 46 60점 8.0~8.2 5.0~5.2
58점 21초00~21초39 23초00~23초39 58점 64 45 58점 7.7~7.9 4.7~4.9
56점 21초40~21초79 23초40~23초79 56점 63 44 56점 7.4~7.6 4.4~4.6
54점 21초80~22초19 23초80~24초19 54점 62 43 54점 7.1~7.3 4.1~4.3
52점 22초20~22초59 24초20~24초59 52점 61 42 52점 6.8~7.0 3.8~4.0
50점 22초60~22초99 24초60~24초99 50점 60 41 50점 6.5~6.7 3.5~3.7
48점 23초00 이상 25초00 이상 48점 59이하 40이하 48점 6.4 이하 3.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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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과 실기종목별 안내사항

□ 종목별 평가 기준표

실기종목 세부종목 등급(점수) 평가
요소

겨루기

기본발차기
1. 돌려차기  
2. 옆차기   
3. 돌개차기

A 80
정확성
유연성
순발력

B 72
C 64
D 56
E 48

타겟겨루기 연결 미트 발차기

A 80 정확성
유연성
민첩성
타격력

B 72
C 64
D 56
E 48

실전겨루기 1:1 실전 겨루기

A 80 정확성
효율성
민첩성
숙련성

B 72
C 64
D 56
E 48

품새

기본발차기

1. 돌려차기
2. 옆차기
3. 거듭 옆차기
4. 뒤돌아옆차기
5. 뒤후려차기

A 80 정확성
표현성
유연성
숙련성

B 72
C 64
D 56
E 48

지정품새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중 1종목 추첨 선정

A 80 정확성
효율성
표현성
숙련성

B 72
C 64
D 56
E 48

자유품새 대한태권도협회 자유품새경기 규정에 의한 동작 
2가지 시연 (연결기술, 발차기, 체조동작 등)

A 80 정확성
표현성
창작성
숙련성

B 72
C 64
D 56
E 48

시범

기본발차기

1. 돌려차기     
2. 옆차기
3. 뒤후려차기        
4. 돌개차기

A 80 정확성
표현성
유연성
숙련성

B 72
C 64
D 56
E 48

지정격파  

남자 여자 A 80
정확성
효율성
표현성
숙련성

B 72

1. 540도 뒤후려차기
2. 뛰어 돌려차기 3단계

1. 돌개차기, 540도
   뒤후려차기 중 택1
2. 뛰어 앞차기 3단계

C 64
D 56
E 48

자유종합격파 자유격파 (2가지 이내, 격파개수 제한없음)

A 80 정확성
표현성
창작성

구성능력

B 72
C 64
D 56
E 48



https://www.woosuk.ac.kr

 - 28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년별 반영비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고등학교 졸업자 100% 100%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반영교과영역

  

모집단위 반영교과영역 산출지표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4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 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3. 석차 등급 점수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① 석차등급별 점수 적용
      석차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과목은 표기된 과목의 석차를 활용하여 산출 (동석차 적용)
   ② 반영교과영역 중 이수한 과목만 반영
   ③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반영점수로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지원자의 성적산출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④ 검정고시자의 경우 아래표에 따라 취득한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석차등급 점수로 환산하여 교과성적 산출

식의 환산평균점수에 활용

  

취득 평균 
점수

100
95 이상

~ 10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75 이상

~ 80 미만
75 미만

석차등급 2 3 4 5 6 7 8
석차등급 점수 95 90 85 80 75 70 65   

   ⑤ 외국고등학교 출신자의 경우 석차등급을 8등급으로 환산하여 교과성적 산출식 환산평균점수에 활용 
   ⑥ 소수점 처리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교과성적 산출식
  □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1) 환산 평균 점수 : ∑(반영교과목 석차등급의 점수 × 이수단위) / ∑(이수단위)
     2) 반영 점수 = 환산 평균 점수-60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 29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모집단위 반영 비율 가산점 산출 지표

전체 

모집단위

(아래 

모집단위 

제외)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학/사회/직업 탐구 중 

1개 영역 (1과목)

 - 한국사: 산출표 참조 국어, 수학, 

탐구 : 

백분위

영어, 

한국사 : 

등급

3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역반영
70%(35%+35%)

30%

한약학과,
한의예과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학/사회 탐구 중 

1개 영역 (2과목 평균)  - 한국사: 산출표 참조 
 - 수학가형   
   (취득점수의 10%)

20% 30% 20% 30%

  ※ 직업탐구 응시자는 한약학과, 한의예과 지원불가

  2.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방법

  

영어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3. 수학 가형 가산점수 산출방법
   (수학가 백분위 × 10 / 100)

  4. 한국사 가산점수 산출방법

  
한국사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5 5 5 4 4 3 3 2 1

  ※ 모든 지원자는 수능 한국사 영역을 필수 응시해야 함.

  5. 수능성적 산출식

   □ 전체학과 (한약학과, 한의예과 제외)
       ① 국어, 수학(가/나), 영어 중 상위 2개 영역의 반영점수 산출
          = [140 × (국어, 수학(가/나), 영어 중 1개 영역 백분위 / 100)] + 
            [140 × (국어, 수학(가/나), 영어 중 1개 영역 백분위 / 100)]
       ② 탐구영역(과탐/사탐/직탐) 반영점수 산출 = 120 × [(탐구1 백분위/100)]
       ③ 수능 전형총점 = ① + ② + 가산점(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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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학과, 한의예과
       ① 국어 반영점수 산출 = 80 × (국어 백분위 / 100)
       ② 수학 반영점수 산출 = 120 × (수학(가/나) 백분위 / 100)
       ③ 영어 반영점수 산출 = 80 × (영어 등급 환산점수 / 100)
       ④ 탐구영역(과탐/사탐) 반영점수 산출 = 120 × [(탐구1 백분위 / 100) + (탐구2 백분위 / 100)]/2
       ⑤ 수능 전형총점 = ① + ② + ③ + ④ + 가산점(수학 가, 한국사)

  선발 방법

   ◎ 전형요소의 총점 순위에 의하여 우수자를 선발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시(실기위주 학과 제외)
       대학수학능력시험 아래 우수자 순으로 선발
       ① 수학 영역 우수자
       ② 국어 영역 우수자
       ③ 영어 영역 우수자
       ④ 탐구 영역 우수자 

    ▶ 실기위주 학과 동점자 발생 시 
       ① 실기평가 반영점수 우수자
       ② 면접평가 반영점수 우수자
       ③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반영점수 우수자

    ▶ 이 외 기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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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안내Ⅴ

 1. 인터넷 접수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함.

  ◎ 접수기간 : 2021. 01. 07.(목) 09:00  ~ 01. 11.(월) 18:00

인터넷 접속
∙ 대학홈페이지 (https://www.woosuk.ac.kr)
∙ 유웨이어플라이 (https://www.uwayapply.com)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원서접수 대학 중

“우석대학교” 선택

원서작성 및 확인
∙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요강과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학원서를 작성
∙ 입력된 입학원서상의 모든 사항 재확인 

전형료 결제
∙ 지원자별 해당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된 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불가함.)

접수증, 입학원서, 발송용 

봉투라벨 등 출력

∙ 전형료 결제 후 원서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원서, 접수증, 발송용 봉투라벨 등 출력

서류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발송용 봉투라벨을 봉투에 부착하고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기한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서류 도착 확인
∙ 제출서류 확인 : https://www.woosuk.ac.kr
                  ☎ 063-290-1037~1042
∙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http://www.woos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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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 여부는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하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 접수 오류 및 최종 접수 확인 등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해당 인터넷 

접수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장애 발생 시 문의처
        • 유웨이어플라이(https://www.uwayapply.com) : 1588-8988

  ◎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 원서는 본교 모집요강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합니다.
    ▶ 접수된 원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전형유형별 자격기준 등 본교 모집요강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입학원서 접수 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불합격자의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모든 입력사항은 모집요강의 원서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입력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창구접수 (교내접수)

  ◎ 접수기간:  2021. 01. 07.(목) 09:00  ~ 01. 11.(월) 18:00
  ◎ 접수장소
    ▶ 전주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학원서 접수처
    ▶ 진천캠퍼스 미래센터 지하 1층 입학관리팀

 3.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해당자는 서류를 2021. 1. 13.(수)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소
    ▶ (방문) 전주캠퍼스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팀
    ▶ (우편) □5 □5 □3 □3 □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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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및 등록Ⅵ

 1.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일시 

  

구 분 일 시

가군, 나군 2021. 1. 29.(금) 15:00 예정

  나. 본교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 발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다.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등록납부고지서, 합격자 안내사항 등 제반 유인물을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합격자 등록금 (최종)납부
  가. 납부 기간 : 2021. 2. 8.(월) ~ 2. 10.(수)
  나. 납부 장소 : 전북은행 또는 농협 전국 각 지점  
  다. 등록금 고지서는 홈페이지(https://www.woosuk.ac.kr)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라.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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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Ⅶ

 1. 등록금 반환기간 : 추후 공지 예정
 
 2. 등록금 반환기준
   ◎ 등록금 반환기간(2월 말일까지)에는 전액 반환
   ◎ 등록금 반환기간 이후부터 입학 및 당해 학기 개시 일까지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였을 경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반환
   ◎ 입학 및 당해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재학생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거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신입생 : 2월 말일까지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전액

학기 개시일(3월 1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3월 1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3월 1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3월 1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한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반환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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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Ⅷ

 1. 전형료  

  

구 분 일반전형료 면접 실기 계 비 고

 수능위주유형  정원내 모든 전형 25,000 - - 25,000

실기위주유형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25,000 10,000 30,000 65,000

  ※ 전형료 면제 전형(단, 온라인 접수수수료는 본인부담)
   - 기회균형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가 포함된 금액임.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면접 또는 실기고사 결시에 따른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으나,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원서접수 수수료 제외)을 환불할 수 있음.

 2. 전형료 반환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반환 방법
  ◎ 직접 방문 : 전주캠퍼스 입학관리팀 방문 후 서류작성

  ◎ 원서작성 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이체수수료 제외)

  ◎ 인터넷 접수 수수료 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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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계열학과 참고사항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국방기술학과)Ⅸ

1. 장학금 특전 안내

 ◎ 재학 중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군 장학생 시험 합격 시 4년 등록금(군장학금) 지급
 ◎ 대상: 우석대학교(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국방기술학과) 재학생
 ◎ 입학 후 군장학생 선발 시험과목

 

1차 평가 2차 평가 계

필기평가 체력검정 면접평가
직무역량

(대학성적/수능성적, 
잠재역량)

신체검사 신원조회
100점

합•불/서열 20점 50점 30점 합·불 적·부

    ※ 평가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

 ◎ 군장학생 합격자 유의사항
   ▶ 군장학생 제적사유
    ① 대학교 학과성적이 매 학기별 평균 ‘C’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② 1개월 이상 휴학 자
    ③ 정학처분을 받은 자
    ④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계속 수학할 수 없다고 군 병원에서 판정된 자
    ⑤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
    ⑥ 대학 졸업학점이 부족하거나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자
    ⑦ 체력검정 3회 이상 재측정 시까지 불합격한 자

 2. 여학생 지원자 참고사항
  ◎ 여학생의 경우 군장학생 시험은 각 군에 따라 차별적 응시 가능

     

각 군별 여학생 군장학생 지원 가능 시기
구 분 지원가능 학년 비고

 육군 군장학생 1 · 2 · 3 · 4학년 지원가능
 해군 1 · 3학년 지원가능
 해병대 1 · 2학년 지원가능
 공군 조종분야 1학년
 ROTC 1 · 2학년 지원가능 군장학제도 없음

 3. 기타 참고사항

  ◎ 군사학과, 군사안보학과, 국방기술학과에 입학하여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장교 시험에 합격한 경우 
복수전공을 통해 2개 학위 취득은 가능하나, 전과 및 편입은 불가능

  ◎ 군 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1항에 의거하여 장교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음.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위 20세 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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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교 신체검사 합격기준 

     

구 분 남 자 여 자

신 장 161cm 이상 195cm 이하 155cm 이상 183cm 이하
체 중 46kg 이상 119kg 이하 45kg 이상 86kg 이하
시 력 최대교정시력 : 좌·우 각 0.7 이상 (색약 가능, 색맹 불가능)

 4. 관련 문의
  ◎ 063-290-1709(군사학과), 043-531-2834(군사안보학과), 043-531-2839(국방기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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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정 안내Ⅹ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자격증)

보건복지대학

보건의료경영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

아동복지학과 유치원 정교사(2급) -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과학기술대학

조경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

전기전자공학과 전기

식품과학대학
외식산업조리학과 조리

식품생명공학과 식품가공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체육

태권도학과 체육

스포츠지도학과 체육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수학

특수교육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국어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과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후 교직과목(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이수 시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 39 -

 대학 안내사항Ⅺ

▢ 장학금 (담당부서 : 학생복지팀 ☎063-290-1053)

 ◎ 교내장학금

◎ 국가 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 일정 금액 지원

· 국가장학금 (2유형) 학교 자체기준으로 선발

·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지원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의의를 두고 있음

· 국가근로장학금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세계 체험의 기회를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
업능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홈페이지 참조

장 학 구 분 선 발 기 준 장 학 금 액
입학성적우수장학금A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통합 제외)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입학성적우수장학금B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제외)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입학성적우수장학금C 수시 실기(실적)위주전형 정원내·외 최초합격자(특기자 제외)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입학성적우수장학금D 정시 전형(정원외 포함)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고른기회장학금 고른기회통합(정원내) 및 학생부교과(정원외)  전형 최초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입학학기 수업료 일부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자녀로서 보훈청에서 
발행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록금 전액

우석희망(A.B.C.D)

A-보육원 등 복지시설 출신자
B-기초생활수급자
C-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 차상위계층이 있는 자
D-기타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A,B,C-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범위 내
D-수업료 범위 내 
일정금액

우석나눔장학금 부모 또는 학생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이고, 장학재단 
소득분위 1분위~5분위에 해당하는 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범위 내

한가족장학금 가족의 구성원 중 2인 또는 3인 이상 본교에 재학(등록)하는 자 수업료 일부, 전액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 규정에 의해 선발된 자
* 위 안내된 장학금 이외의 교내장학금은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 > 등록/장학/대출 > 교내장학금 참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및 장학금 세부기준에 따른 평균 성적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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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담당부서 : 진로취업지원센터 ☎063-290-1101 ~1104)

ü 우석챔프 (Woosuk Champ)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 영역의 세부항목과 관련된 교내ㆍ외 활동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M)를 부여
하고 마일리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ü 평생지도교수제

대학 4년 동안 각 학생별로 전담교수를 배정해
적성과 특성을 고려한 진로ㆍ취업지도와 함께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과 자문을 통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

ü 진로취업로드맵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공별 우수기업 탐방

전공별 맞춤형 기업탐방을 통한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직무능력 향상 취업캠프

구직준비에 필요한 직무 맞춤형 취업스킬 집중교육

취업ON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기업의 채용설명회를 통한 해당기업 및 희망직무에 대
한 올바른 습득기회 제공, 교내ㆍ외 기업 및 채용설명회
ㆍ박람회 참가지원(학생수요에 따른 별도운영가능)

내일(job)을 향한 도전, self-master

[Self-Mapping day] 채용트렌드 및 산업/기업/직무에 
대한 이해와 자기분석(흥미, 적성, 전공 등)을 반영한 
진로 로드맵과 취업 목표를 구체화하는 포토폴리오 과정



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 41 -

▢ 생활관 (기숙사)

 ◎ 전주캠퍼스(담당부서 : 생활관 ☎063-290-1795 ~1798) 

▶ 수용인원
  

구 분 2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공동) 장애학우실 계 수용 인원

우석헌1
(남) 1 89 7 14 - 111 353

우석헌2
(여) - - 160 - - 160 640

우석헌3
(남) 363 - - - 2(3인실) 365 732

우석헌4
(여) 164 - - - 1(3인실) 165 331

계 528 89 167 14 3 8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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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4인실(공동)
방개수 16 512 89 167 14
관리비 1,064,000원 665,000원 625,000원 565,000원 425,000원

※ 2020학년도 기준이며, 2021학년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인실은 탄력적으로 운영)

▶ 식비(한 학기 기준)

구분 1식(기본) 1.5식(선택) 2식(선택) 2.5식(선택) 외부인/개별구입
식수 85식 145식 190식 230식

1식당: 4,900원단가 3,750원 3,500원 3,300원 3,100원
합계 318,750원 507,500원 627,000원 713,000원

※ 2020학년도 기준이며, 2021학년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진천캠퍼스(담당부서 : 기숙사 ☎043-531-2911, 2912)

 ○ 교내 생활관(우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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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인원

  

2인실 수용인원 비고
119 238명 기숙사 1개동

 ○ 학사마을 (본교 학생 전용 정주형 원룸)

  ▶ 수용인원

  
2인실 수용인원 비고
142 284명 원룸 8개동

  ▶ 관리비

  

구분 우석헌(2인실) 학사마을(2인실)
방개수 119 142
관리비 840,000원 934,000원

  ▶ 식비(한 학기 기준)

  

구분 1식(기본) 1.5식(선택) 2식(선택) 외부인/개별구입
식수 75식 113식 150식

1식당: 4,300원단가 4,000원 3,900원 3,800원
합계 300,000원 440,700원 5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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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등록금

  ※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 등록금은 다음과 같으며, 2021학년도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열구분 학과(부)  입학금  수업료  계 

인문사회

경영학과

231,600

2,866,500 3,098,100

경찰행정학과
광고홍보이벤트학과

국어교육과
문예창작학과

미디어영상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과

보건의료경영학과

2,966,500 3,198,100유통통상학부
유아특수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수학교육과 2,996,500 3,228,100

이학체육

간호학과

3,430,500 3,662,100

군사안보학과
군사학과

물리치료학과
생명과학과

소방행정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정보보안학과

조경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공학예능

IT전자융합공학과

3,949,000 4,180,600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과

공연예술뮤지컬학과
국방기술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제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약학 약학과(2+4) 4,886,500 5,118,100
한약학과 3,996,000 4,227,600

한의 한의예과 4,628,000 4,859,6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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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및 행정부서 연락처

[전주캠퍼스 학과] : 지역번호 063

학과 연락처 학과 연락처 학과 연락처

간호학과 290-1542 스포츠지도학과 290-1753 정보보안학과 290-1518

경찰행정학과 290-1370 식품생명공학과 290-1429 제약공학과 290-1436

국어교육과 290-1230 심리학과 290-1375 조경학과 290-1490

군사학과 290-1709 아동복지학과 290-1411 체육학과 290-1637

기계자동차공학과 290-1470 외식산업조리학과 290-1435 태권도학과 290-1766

물리치료학과 290-1495 유아특수교육과 290-1597 특수교육과 290-1591

미디어영상학과 290-1357 유통통상학부 290-1394 한약학과 290-1576

보건의료경영학과 290-1389 작업치료학과 290-1390 한의예과 290-1558

소방방재학과 290-1478 재활학과 290-1495 항공서비스학과 290-1381

수학교육과 290-1602 전기전자공학과 290-1447

[전주캠퍼스 행정부서] : 지역번호 063

부서 업무 연락처 부서 업무 연락처

입학관리팀 입학 290-1037~1042, 1201 교무학사팀 수강신청, 학사 290-1076, 1724

경리팀 등록금 290-1073 진로취업지원센터 취업 290-1101~1104

학생복지팀 장학금 290-1053 교직부 교직관련 290-1235, 1236

생활관(기숙사) 입사관리 290-1795~1798

[진천캠퍼스 학과] : 지역번호 043

학과 연락처 학과 연락처 학과 연락처

IT전자융합공학과 531-2852 광고홍보이벤트학과 531-2821 생명과학과 531-2881

건설시스템공학과 531-2861 국방기술학과 531-2837 소방행정학과 531-2834

건축학과 531-2861 군사안보학과 531-2834 에너지전기공학과 531-2881

경영학과 531-2852 문예창작학과 531-2821 컴퓨터공학과 531-2871

공연예술뮤지컬학과 531-2932 상담심리학과 531-2932 패션스타일링학과 531-2801

[진천캠퍼스 행정부서] : 지역번호 043

부서 업무 연락처 부서 업무 연락처

학사지원센터 장학, 학적, 취업 531-2721 행정지원센터 생활관 관리 등 531-29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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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 전주캠퍼스
전북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진천캠퍼스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