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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이

념

검소, 정의, 창의의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함양하고 사회를 

선도하며 민족긍지를 선양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번영에 이바지 함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는다.

교

육

목

적

Ambitious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갖춘 꿈을 가진 인재

수원대학교는 세계와 하나 되는 연결고리가 되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과 통찰력을 함께 배양한다.

Creative
창조적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에서 나온다.

수원대학교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통찰하며 미래형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창조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ecutive
나눔을 실천하는 실행력 있는 인재

나눔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이다. 나아가면 내 것을 

갈라내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수원대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민과 

하나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인격함양 국가발전 인류번영



2023 수원대학교 편입생모집 요강 

3

목

차

2

3

4

51

지원자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원서접수 안내
합격자발표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모집안내(편입생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일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동점자처리기준
전형료

전형안내(편입생모집)
일반편입
학사편입
농어촌학생편입
특성화고졸업자편입
공무원위탁/군위탁편입

부록·별첨
교통안내
찾아오시는 길

별첨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별첨 2.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별첨 3.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별첨 4. 학력조회 동의서(외국대학 출신자)

수원대학교 소개
대학교 소개 

2023
수원대학교 
편입생 모집요강



4

USW Campus Map

1

2

3

4

5

6

7

인문사회대학

미래혁신관

공과대학

고운첨단과학기술원

제1공학관

제2공학관

제3공학관

8

9

10

11

12

13

14

ACE교육관

제4공학관

조형관

미술대학

국제대학

대학본부

학생회관



2023 수원대학교 편입생모집 요강 

5

일
러

스
트

레
이

션
: 박

하
늘

(미
술

대
학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전

공
 14학

번
)

15

16

17

18

19

20

21

체육관

중앙도서관

건강과학대학

사회관

벨칸토아트센터

ICT융합대학

야외음악당

22

23

24

25

26

음악대학

융합문화예술대학(아마랜스홀)

글로벌경상관

기숙사

ROTC



6

초연결, 초지능화, 초융합으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종합적 학제 

연구와 학문 간 교류가 가능해져야 하며, 기존의 학과 중심,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산업을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원대학교는 이를 위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컬 창의 융합대학’이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형 교육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 에코시스템(Eco-System) 확립 △선진 경영시스템 혁신 △글로벌 캠퍼스 실현의 4대 

전략 방향을 통해 2018년, 2023년, 2025년 3단계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된 

‘융합 교육과정’ 을 신설하고, 교수 중심 교육에서 학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원대는 전 세계 28개국 203개 해외 대학과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어민이 직접 강좌를 

진행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에 이어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교육을 

교양 필수로 운영한다. 또한 외국 자매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인턴쉽 등 다양한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대는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USW 

외국어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과 유학생이 1:1 멘토·멘티가 되어 서로의 모국어를 가르쳐 주는 스터디 멘토 

프로그램과 유학생들이 캠퍼스 생활과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UBA’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은 외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한 후 방문하여 원어민과 1:1 수업을 통해 기초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 영어 향상에 도움을 주는 

EC(English Circl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원어민에게 억양과 

리듬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으며, 무료로 일상생활 영어를 접할 수 있다.

수원대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교육에 

기반을 둔 교양과정과 코딩과정, 그리고 DFC(Digital Fabrication Center)에서의 메이커(Maker) 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대폭 강화 한다. STEAM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교육에는 100억원 이상이 투여되었다. 

이후 각자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융합연계과정으로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과목에 참여하여 대학 

인근의 우수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학과에서 교양 10학점, 전공 6학점 이상의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듣게 되며, 실제 현장 상황에 부합되는 

다양한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1년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및 

AI(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자신들의 전공과 접목시켜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육과 연구, 창업의 창조적 융합

다채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캠퍼스’ 실현

전교생 대상 융합교육 강화

1 수원대학교 소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컬 창의 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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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데이터 분석 지식에 기반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을 위해 통계학, 수학, 컴퓨터학 그리고 인공지능 전공을 

융합한 국내 최초 학부생 중심의 데이터과학부를 신설했다. 데이터과학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리적, 

통계적 방법을 연구하고 빅데이터 산업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적 자산과 연구 성과를 

축적한다. 또한,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적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학습한다. 산업분석을 위해 딥 러닝용 연산서버와 기계학습 알고리즘 실험용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갖춘 

머신러닝 랩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과학방법 연구를 수행한다. 

데이터과학부는 국가 성장 동력을 이끌 미래 산업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을 학습함으로 통섭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으며, 산학연계 활동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분석 기법, 통찰력 등을 습득함으로 

기업맞춤형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세미나 및 사례연구 지원 및 특허화, DSML 센터 장비 활용, 

브레인스토밍 룸 사용, 기업체 멘토링, 창업 지원 등 수원대학교는 데이터과학부 특성화 사업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수원대는 국내 대학들이 처한 위기를 오히려 미래를 위한 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지상 8층, 지하 4층, 

연건평 1만5천 평 규모의 미래혁신관을 완공했다. 미래혁신관에는 첨단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며,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계학습,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융합교육이 진행된다. 미래혁신관 1층에는 문화와 

ICT기술을 융합시킨 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MR(Mixed Reality)센터를 설립했다. 2층에는 

도서관과 카페가, 3층에는 수원대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독일 훼스토(Festo)사와 함께 구축한 스마트팩토리

러닝센터가 있다. 4층에는 Bio Wellness센터가 있으며, 5층에는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단이 있어 산학협력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미래혁신관에는 AI(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머신러닝센터를 설립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해 산업공정에서의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을 교육한다. 

특히 5층에는 최근 수원대와 MOU를 체결한 독일 SAP사와 협력해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랩이 있으며, 

이 밖에도 7층에는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 신소재융합기기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실리콘밸리형 캠퍼스로 ‘창업선도대학’ 부상

수원대는 다채로운 문화 융성을 위해 7,500여평 규모의 글로벌경상관을 완공했다. 글로벌경상관에는 호텔관광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 등 학부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되고, 수원화성융합문화센터와 통계조사 연구소 등의 센터가 있다. 

특히 수원화성융합문화센터는 화성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토대로 다채로운 문화융성 콘텐츠를 

창출하는 산실로 기능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메카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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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인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와 이들의 협력업체 등 8천여 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국내 핵심 산업체가 집중해있는 지역인 수원과 화성이 대학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 자동차 제조사 및 정부·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동차 기술개발과 시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카 에너지 활용부품센터는 현대자동차와 자동변속기용 유성기어 시험을 위한 1년간 계약을 

맺었으며, 르노삼성자동차와는 사막 등의 극한지방에서 배기가스와 연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시험 연구 

계약도 체결했다. 극한지방에서 배기가스 등의 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은 부품센터 내 설치된 실차 환경 

체임버에서 이뤄진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에 기술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제품의 강도를 측정하고 

내구성을 시험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수원대는 시험 방법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고 지그(Jig·제작도구)를 

설계하는 등 산학연대에 집중하고 있다.

•  수인분당선 개통으로 더욱 빨라진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인천, 오이도, 안산, 고잔, 중앙, 한대앞, 오목천, 수원, 망포, 영통, 기흥, 신갈, 오리, 미금, 정자, 수서, 도곡, 선릉, 

   강남구청, 왕십리, 청량리를 잇는 전철 노선 개통으로 인천, 부천, 안산 지역 등 거주하는 학생들은 기존보다 

   대략 30% 감소된 시간으로 통학이 가능하다.

•  사당역과 강남역, 잠실역 그리고 수원역과 병점역을 곧바로 연결하는 시내·외 노선버스가 있다.

•  송내, 고색역 등을 촘촘히 연결하는 통학버스가 수도권 어디든지 한 시간 이내의 접근성을 확보했다.

수도권 최대 자동차 전문 시험센터, 산학협력 메카로 자리잡다

 더욱 빨라진 교통망！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현장 체험과 자유교양수업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향유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수원대는 지역주민에게 

콘서트와 음악회, 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소재한 화성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체험 및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영화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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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원서접수 안내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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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사항 & 원서접수 안내

1. 지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추후 지원 자격 미달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2. 전적대학의 학과(전공)와 상관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하다(단, 간호학과 제외).

3. 전적대학의 출신학과와 지원학과가 다를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인정 결과에 따라 졸업인정 

     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4. 편입학원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편입학 허가 후 재학 중이더라도 편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전적대학의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된 자 또는 본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6. 접수된 서류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하며,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7. 편입학 전형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8. 고사 당일에는 필히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9.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전 대학에서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본교 규정에 따른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10. 편입학원서의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11. 타 대학교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본 대학교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전적 대학교를 자퇴해야 한다.

12. 본교는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편입학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는 최소 4학기이다.

13. 지원 자격 미달자가 지원했을 경우 별도통보 및 전형료 반환은 하지 않는다.

14.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하며, 방문접수는 하지 않는다.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한다.

3. 원서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3x4cm)칼라사진을 입학원서 사진란에 업로드 한다.

4. 본교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

5. 원서접수 시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본교 입학전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본교에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써 입학 이후 교육, 연구, 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같아야 하며, 원서접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입학처(031-229-8420~2)에 통보한다.

7. 원서는 제반 제출서류와 함께 밀봉하여 2023년 1월5일(목)까지 본교 입학처에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월 12일(목) 17:00까지 제출할 것 - 우편을 이용할 경우 우편물 겉봉투에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할 것)

8. 수험표 분실 시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재 출력한다.

9. 인터넷으로 입력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생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원서접수 안내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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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유의사항

합격자발표 & 등록금 납부 및 환불

1.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2.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합격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절차 : ① 로그인 → ②본인인증(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③ 환불사유 입력 → ④ 신청확인서 출력 → ⑤ 로그아웃

3.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편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사항을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한다.

등록금 납부 및 환불

1.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2. 개별통보 및 별도의 합격통지서 교부는 없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3. 합격자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

4.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합격자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발표한 해당 모집 단위의 

예비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5. 충원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차순위자를 합격조치 한다.

6. 충원합격자 발표차수 중 최종차수만 유선으로 통보하며, 합격 통보 시 등록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원서 접수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3회 통화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불합격처리하고,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7.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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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1. 학부모님의 교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수험생의 승·하차를 위하여 출입해야 하는 경우 
수험생을 승·하차 시키신 후 통제에 따라 곧바로 출문하여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고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학교 내 모든 건물 출입은 수험생만 가능하다 (학부모님을 위한 대기실을 교내에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2. 필기/실기고사의 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지정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할 수 없다(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3. 필기/실기고사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가 없으면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4. 고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사장 안내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참고한다.
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고사 일정과 고사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니 사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본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 한다.

나) 본교는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입학 이후 개인정보는 학적업무 및 

 교육·연구·행정, 대학생활 및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이용한다.

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계열구분, 졸업년도, 출신학교, 휴대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보호자관련 사항, 환불계좌번호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본교에서 입학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10년까지 보유하고,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한다.

나) 접수 대행업체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방법 위반자 관련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나) 본교에 2023학년도 편입생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4.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본교는 입학업무의 목적으로 2023학년도 편입생모집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수집 및 이용한다.

나) 본교에 2023학년도 편입생모집 원서접수를 하는 것으로써 지원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지원자 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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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안내(편입생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일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동점자처리기준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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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안내(편입생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_공통 

계열 대학 학부/학과 전공

모집인원

일반
정원외 전형

학사 농어촌 특성화고

인
문

인
문
사
회
대
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4 1 1

사학 2 1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7 2

러시아어문학 3

일어일문학 3 1

중어중문학 4 1

법·행정학부
법학 5 1

행정학 7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7 1

소방행정학과(야간) 

인
문

경
상
대
학

경제학부
경제금융 7 2 2

국제개발협력 3 1 1

경영학부

경영 10 2 2 1

회계 6 1 1

글로벌비즈니스 5 1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2 1 1

외식경영 2 1

관광경영 2

자
연

공
과
대
학

바이오화학산업학부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4

융합화학산업 6 1 1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4 1 1

환경에너지공학 4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건축학 4 1 1

도시부동산학 4 1

산업 및 기계공학부
산업공학 3 1

기계공학 7 1

전자재료공학부 전자재료공학 3 1 1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 8 1

전자공학 8 1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 6 1 1

신소재공학 3 1 1

자
연

ICT
융
합
대
학

데이터과학부 8 1

컴퓨터학부
컴퓨터SW 8 2 2 1

미디어SW 4 1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 4 1 1

정보보호 5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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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위탁 및 군위탁 전형은 소방행정학과(야간)만 지원이 가능함(별도정원).
※ 일반, 학사, 농어촌, 특성화고 편입학 모두 전적대학의 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은 제1지망만 할 수 있으며, 복수지원(본교 내 지원서 2매 이상 제출)은 할 수 없음.

계열 대학 학부/학과 전공

모집인원

일반
정원외 전형

학사 농어촌 특성화고

자
연 건

강
과
학
대
학

간호학과

아동가족복지학과 3 1 1         

의류학과 2 1 1         

식품영양학과 3 1

예
체
능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8 1

레저스포츠 2

운동건강관리 4

예
체
능

미
술
대
학

조형예술학부
회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6 1

패션디자인 4 1

공예디자인 4 1

예
체
능

음
악
대
학

작곡과

성악과 6

피아노과 9 1

관현악과 7

국악과 3

예
체
능

융합
문화
예술
대학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연극 7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5 1         

합 계 245 42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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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안내(편입생모집)

전형일정_공통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22. 12. 5(월) 10:00 ~ 12. 8(목) 17:00 www.suwon.ac.kr
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마감 2023. 1. 5(목) 마감

준비된 서류를 1. 5(목)까지 
우선 제출 후 제출서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는 
추가로 2023. 1. 12(목)까지 다시 제출

필기(영어)고사
2023. 1. 7(토)

지원자 수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세부일정 추후공고)실기고사

최초
합격

합격자발표 2023. 2. 6(월) 17:00 이전

▶최초합격자 및 1~2차 충원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발표

▶3차 이후 충원합격자는 전화로     
 개별통보하며,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신한은행 전국지점 및 타 은행 
 계좌이체.

등록기간 2023. 2. 7(화) 10:00 ~ 2. 9(목) 15:00

충원
합격

1차
발표 2023. 2. 9(목) 20:00(예정)

등록금 납부기간 2023. 2. 9(목) 20:00(예정) ~ 2. 13(월) 11:00

2차
발표 2023. 2. 13(월) 15:00(예정)

등록금 납부기간 2023. 2. 13(월) 15:00 ~ 2. 15(수) 10:00

3차
발표 2023. 2. 15(수) 13:00이후 수시발표

등록금 납부기간 미정(발표 시 통보)

최종
추가합격자 통보마감 2023. 2. 16(목) 21:00

최종등록 마감 2023. 2. 17(금)

※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별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발표함.
※ 합격자의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2023년 2월 6일(월)  합격자 발표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함.
※ 모든 전형 지원자는 본인이 출력한 입학원서와 함께 필요한 제반 제출서류를 2023년 1월 5일(목)까지(우편물 도착기준) 
      수원대학교 입학처에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가 책임지지 않음.
      - 서류 제출처 : (우)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입학처
      - 제출방법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서류제출 가이드 참고)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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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안내(편입생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동점자처리기준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필기고사(영어) 실기고사 서류심사 합계

일반편입

인문/자연계열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포함) 

100% - - 100%

예체능계열 - 100% - 100%

학사편입

인문/자연계열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포함) 

100% - - 100%

예체능계열 - 100% - 100%

농어촌편입 인문/자연계열 100% - - 100%

특성화고편입 인문/자연계열 100% - - 100%

공무원위탁편입 소방행정학과(야) - - 100% 100%

군위탁편입 소방행정학과(야) - - 100% 100%

전형유형 계열 우선순위

공통

인문/자연계열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포함) 

① 영어정답 개수
② 2.9점 문항 정답 개수
③ 2.5점 문항 정답 개수
④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⑤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

예체능계열
(스포츠과학부 제외)

① 실기성적 중 최저점 상위
② 실기성적 중 최고점 상위
③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④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

스포츠과학부

① 실기고사 성적(지그재그런)
②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③ 전적대학 백분위성적
④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

동점자처리기준_공통(전형유형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_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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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안내(편입생모집)

전형료

1.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아래의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환불함.

  -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응시가 불가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음(예: 대학의 귀책 사유, 천재지변, 입원 등).

     ※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고사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위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예: 타 대학과 고사일자가 겹치는 경우 등) 전형료 환불이 불가함. 

        ※ 원서접수(인터넷접수 포함)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요청 사유를 심사하여 증빙서류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지 않음.

2. 전형료 잔액환불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모든 전형을 종료한 후 전형료 잔액이 있을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함.

     다)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없음(본교 부담).

전형유형별 전형료

전형료 환불

구분 고사 전형료

일반편입

인문/자연계열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포함)  

필기(영어)고사 60,000원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80,000원

학사편입

인문/자연계열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포함) 

필기(영어)고사 60,000원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80,000원

농어촌편입 인문/자연계열 필기(영어)고사 60,000원

특성화고편입 인문/자연계열 필기(영어)고사 60,000원

공무원위탁편입 소방행정학과(야) 서류심사 30,000원

군위탁편입 소방행정학과(야) 서류심사 30,000원



4 전형안내(편입생모집)

일반편입

학사편입

농어촌학생편입

특성화고졸업자편입

공무원위탁/군위탁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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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2학년(4학기)이상 수료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나.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3년제의 경우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에서 2학년(4학기)이상 수료(예정)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라.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해외소재 정규대학에서 2학년(4학기)이상을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아래의 기준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자
      ※ 4년제 1/2이상, 5년제 2/5이상, 6년제 1/3이상, 영국학제 3년제 정규대학 2/3이상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취득(예정)자
       •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사. 관계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유의사항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  전적대학 출신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수료란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전적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했다는 의미

※ 지원자격 제한
•  전적대학의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된 자
•  본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자

245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지원자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

4 전형안내(편입생모집)

일반편입
중점요소: 필기(영어)고사 & 실기고사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학교(4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2학년 수료(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2학년(4학기)이상 수료 기재

전문대학(2·3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독학사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학사/전문학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 이수에 따라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신청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외국(전문)대학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재학사실증명서 1부(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제출)
5.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6. 학력조회동의서(별첨4 양식 참조)

※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평점평균 및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 중 전적대학에 편입학한 경우는 그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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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필기(영어)고사 실기고사 계

일반편입
인문/자연계열 100% - 100%

예체능계열 - 100% 100%

※ 외국(전문)대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영어 제외).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본교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함.
나. 아포스티유확인서/영사확인 안내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당해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원서접수 시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영사확인 제출서류의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해당 원본을 제출해야 함.
라.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해외발급서류는 3년 이내 인정).

선발기준

가. 합격자 사정은 모집단위별 성적(총점)순으로 100%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예비합격자로 발표함.
다.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선발함.

•  인문/자연계열: 영어정답 개수, 2.9점 문항 정답 개수, 2.5점 문항 정답 개수,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  예체능계열(스포츠과학부 제외): 실기성적 중 최저점 상위, 실기성적 중 최고점 상위,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성적(지그재그런),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백분위성적,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라.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필기고사 및 실기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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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나.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인문/자연계열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다. 유의사항

1) 필기(영어)고사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
2) 필기도구: 답안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싸인펜은 본교에서 지급하며, 답안수정이 불가하므로 화이트나 
     수정테이프 등은 지참하지 않도록 함.
3)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4) 필기(영어)고사 일시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필기(영어)고사

가. 반영방법

출제형식 출제문항 고사시간 배점 비고

객관식(4지 선다형) 40문항 1시간(60분) 2.9 / 2.5 / 2.1 오답에 대한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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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예체능계 실기고사 과제

1.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나. 전형일시

라. 기초체력 방법

모집단위(전공) 종목 실기과제 배 점

건강과학대학

체육학

기초체력
제자리멀리뛰기(2회) 50점

100점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지그재그런(1회) 50점

지그재그런
넓이: 가로(7.8ｍ), 세로(10.3ｍ)
통 높이: 82cm, 
통 둘레: 75cm

도착    출발

1. 제자리멀리뛰기 2회 실시 (센서기 사용)

2. 지그재그런 1회 실시 (센서기 사용)

대상 고사일 비고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다.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실기고사 당일 반드시 정해진 시간까지 본교 체육관 앞에 집결하여 고사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2) 수험생의 고사장 입실은 반드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고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고사장 이탈 불가함.
3) 수험생은 고사에 필요한 준비물(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
    (사진,  생년월일 필수), 옷핀, 체육복, 운동화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4)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5)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6)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스포츠과학부 사무실(031-220-2537~8)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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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제자리멀리뛰기(cm) 지그재그런(초)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 227이하 173이하 14.6이상 15.6이상

16 228 174 14.5 15.5

17 231 177 14.4 15.4

18 234 180 14.3 15.3

19 237 183 14.2 15.2

20 240 186 14.1 15.1

21 243 189 14.0 15.0

22 246 192 13.9 14.9

23 249 195 13.8 14.8

24 252 198 13.7 14.7

25 255 201 13.6 14.6

26 258 204 13.5 14.5

27 261 207 13.4 14.4

28 264 210 13.3 14.3

29 267 213 13.2 14.2

30 270 216 13.1 14.1

31 272 218 13.0 14.0

32 274 220 12.9 13.9

33 276 222 12.8 13.8

34 278 224 12.7 13.7

35 280 226 12.6 13.6

36 282 228 12.5 13.5

37 284 230 12.4 13.4

38 286 232 12.3 13.3

39 288 234 12.2 13.2

40 290 236 12.1 13.1

42 292 238 12.0 13.0

44 294 240 11.9 12.9

46 296 242 11.8 12.8

48 298 244 11.7 12.7

50 300이상 246이상 11.6이하 12.6이하

마. 스포츠과학부 기초체력 실기고사 채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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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전공) 실기과제 시험용지 시간 총점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발상과 표현 또는 기초디자인 중 

택 1
4절(켄트지) 3시간 100점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1)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 채색 도구 등
2) 실기고사에 필요한 용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함).
3) 수험생은 고사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실기고사장에 입실하여 감독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배부된 실기용지 이외의 종이 및 간지 등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화첩, 유인물 기타 책자는 소지 불가함.
5) 실기고사에 필요한 채색도구를 반드시 지참(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각종 테이프류, 
     정착액(픽사티브) 및 기타 스프레이류, 각종 호일류, 전동기구(전동지우개, 전동연필깎이), 에어브러쉬류, 
     열기구(라이터, 헤어드라이기 등), 분무기, 손선풍기, 개인화판 등 타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 
     사용이나 행동은 불가함(자, 컴퍼스만 사용가능).
6)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7)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8)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술대학 사무실(031-220-2340)로 문의바람.

다. 유의사항

2. 디자인학부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나.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디자인학부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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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전공)  지원가능 악기 

관현악과

현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래식기타

관악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색소폰

타악 스네어드럼, 마림바, 팀파니

국악과

관악 대금, 피리, 해금, 단소(소금)

현악 가야금, 거문고, 아쟁

성악 민요, 판소리, 정가, 병창

타악 정악장구, 꽹과리 또는 설장구

나. 관현악과/국악과 지원가능 악기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관현악과 타악전공 지원자는 스네어드럼, 마림바, 팀파니를 모두 연주해야 함.
※ 관현악과 클래식기타 및 타악 지원자는 고사 시 악보사본 3부를 반드시 준비하여 연주전 제출해야 함.

다.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1) 수험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반주자는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동반하여야 함.  (반주자출입증은 고사 당일 음악대학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단, 국악과 지원자는 반주자를 대동할 수 없음)
3) 실기고사에 필요한 악기는 모두 개인 지참해야 함(단, 피아노, 스네어드럼, 마림바, 팀파니는 학교에서 제공).
4) 수험생은 실기고사 시작 30분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고사를 준비해야 함.
5) 실기고사는 암막(커튼)이 설치된 상태로 진행함.
6)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7)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8)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악대학 사무실(031-220-2627)로 문의바람.

라. 유의사항

모집단위(전공) 실기과제 배점 총점

음악대학

성악과

 자유곡 1곡 100점 100점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3. 음악대학(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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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수험생은 실기고사 당일 반드시 정해진 시간까지 고사장에 집결하여 고사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3) 고사에 필요한 도구 등은 모두 개인 지참해야 하나, 1인용 의자는 고사실 내에 비치되어 연기시에 사용 가능함 
     (날카로운 물건,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소품은 사용 불가).
4) 뮤지컬(노래) 및 무용 연기를 위한 반주 MR은 개인이 준비하며, MR은 반드시 실기고사에 필요한 트랙만 
     CD 1번 트랙에 녹음하여 지참해야 함(단, CD는 오디오CD로 준비해야 함. 음원 재생 오류 발생 시 
     무반주로 진행됨).
5)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6)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7)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예술학부(영화영상) 사무실(031-220-2486)로 문의바람.

다. 유의사항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나.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문화예술학부(연극)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모집단위(전공) 실기과제 시간 배점 총점

문화예술학부(연극) 자유연기 총 4분 이내(질의응답 포함) 100점 100점

4. 융합문화예술대학(문화예술학부_연극)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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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안내(편입생모집)

학사편입
중점요소: 필기(영어)고사 & 실기고사

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방송통신대학 또는 산업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다.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라. 학력인정 각종학교(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마.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학력인정(예정)증명서”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전적대학 출신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자격

42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학교(4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독학사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학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 이수에 따라 학사학위를 
신청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외국대학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재학사실증명서 1부(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제출)
5.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6. 학력조회동의서(별첨4 양식 참조)

※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평점평균 및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 중 전적대학도 편입학한 경우는 그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해당자).

※ 외국대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영어 제외).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본교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함.
나. 아포스티유확인서/영사확인 안내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당해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원서접수 시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영사확인 제출서류의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해당 원본을 제출해야 함.
라.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해외발급서류는 3년 이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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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필기(영어)고사 실기고사 계

학사편입
인문/자연계열 100% - 100%

예체능계열 - 100% 100%

선발기준

가. 합격자 사정은 모집단위별 성적(총점)순으로 100%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예비합격자로 발표함.
다.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선발함.

•  인문/자연계열: 영어정답 개수, 2.9점 문항 정답 개수, 2.5점 문항 정답 개수,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  예체능계열(스포츠과학부 제외): 실기점수 중 최저점 상위, 실기성적중 최고점 상위,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성적(지그재그런),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백분위성적,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라.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필기고사 및 실기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필기(영어)고사

가. 반영방법

나. 전형일시

출제형식 출제문항 고사시간 배점 비고

객관식(4지선다형) 40문항 1시간(60분) 2.9 / 2.5 / 2.1 오답에 대한 감점 없음

대상 고사일 비고

인문/자연계열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다. 유의사항

1) 필기(영어)고사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
2) 필기도구: 답안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싸인펜은 본교에서 지급하며, 답안수정이 불가하므로 화이트나 
     수정테이프 등은 지참하지 않도록 함.
3)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4) 필기(영어)고사 일시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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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실기고사 과제

1. 스포츠과학부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모집단위(전공) 종목 실기과제 배 점

건강과학대학 체육학 기초체력
제자리멀리뛰기(2회) 50점

100점
지그재그런(1회) 50점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나.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체육학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다.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실기고사 당일 반드시 정해진 시간까지 본교 체육관 앞에 집결하여 고사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2) 수험생의 고사장 입실은 반드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고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고사장 이탈 불가함.
3) 수험생은 고사에 필요한 준비물(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
     (사진,  생년월일 필수), 옷핀, 체육복, 운동화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4)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5)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6)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스포츠과학부 사무실(031-220-2537~8)로 문의바람. 

라. 기초체력 방법

지그재그런
넓이: 가로(7.8ｍ), 세로(10.3ｍ)
통 높이: 82cm, 
통 둘레: 75cm

도착      출발

1. 제자리멀리뛰기 2회 실시 (센서기 사용)

2. 지그재그런 1회 실시 (센서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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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제자리멀리뛰기(cm) 지그재그런(초)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 227이하 173이하 14.6이상 15.6이상

16 228 174 14.5 15.5

17 231 177 14.4 15.4

18 234 180 14.3 15.3

19 237 183 14.2 15.2

20 240 186 14.1 15.1

21 243 189 14.0 15.0

22 246 192 13.9 14.9

23 249 195 13.8 14.8

24 252 198 13.7 14.7

25 255 201 13.6 14.6

26 258 204 13.5 14.5

27 261 207 13.4 14.4

28 264 210 13.3 14.3

29 267 213 13.2 14.2

30 270 216 13.1 14.1

31 272 218 13.0 14.0

32 274 220 12.9 13.9

33 276 222 12.8 13.8

34 278 224 12.7 13.7

35 280 226 12.6 13.6

36 282 228 12.5 13.5

37 284 230 12.4 13.4

38 286 232 12.3 13.3

39 288 234 12.2 13.2

40 290 236 12.1 13.1

42 292 238 12.0 13.0

44 294 240 11.9 12.9

46 296 242 11.8 12.8

48 298 244 11.7 12.7

50 300이상 246이상 11.6이하 12.6이하

마. 스포츠과학부 기초체력 실기고사 채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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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전공) 실기과제 시험용지 시간 총점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발상과 표현 또는 기초디자인 중 택 1 4절(켄트지) 3시간 100점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1)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 채색 도구 등
2) 실기고사에 필요한 용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함).
3) 수험생은 고사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실기고사장에 입실하여 감독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배부된 실기용지 이외의 종이 및 간지 등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화첩, 유인물 기타 책자는 소지 불가함.
5) 실기고사에 필요한 채색도구를 반드시 지참(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각종 테이프류, 
     정착액(픽사티브) 및 기타 스프레이류, 각종 호일류, 전동기구(전동지우개, 전동연필깎이), 에어브러쉬류, 
     열기구(라이터, 헤어드라이기 등), 분무기, 손선풍기, 개인화판 등 타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 
     사용이나 행동은 불가함(자, 컴퍼스만 사용가능).
6)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7)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8)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술대학 사무실(031-220-2340)로 문의바람.

다. 유의사항

2. 디자인학부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나.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디자인학부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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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실기고사에 필요한 피아노는 학교에서 제공함.
3) 수험생은 실기고사 시작 30분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 진행자의 도움을 받아 고사를 준비해야 함.
4) 실기고사는 암막(커튼)이 설치된 상태로 진행함.
5)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6) 본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7) 실기고사 시간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악대학 사무실(031-220-2627)로 문의바람.

다. 유의사항

모집단위(전공) 실기과제 배점 총점

음악대학 피아노과  자유곡 1곡 100점 100점

3. 음악대학(피아노과) 실기고사
    가. 반영방법

나. 전형일시

대상 고사일 비고

피아노과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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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안내(편입생모집)

농어촌학생편입
중점요소: 필기(영어)고사

가.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산업대학 포함)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65학점(계절학기는 이수학점만 인정)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적대학에서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자

나. 본교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교 신입학 농어촌학생전형 지원 자격(2021학년도 기준)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  6년 거주 및 교육과정 이수(농어촌 소재지에 위치한 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 부모거주요건 충족
 •  12년 거주 및 교육과정 이수(농어촌 소재지에 위치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했어야 함.

※ 유의사항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  전적대학 출신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수료란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전적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했다는 의미

※ 지원자격 제한
•  전적대학의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된 자
•  본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자

지원자격

13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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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평점평균 및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 중 전적대학도 편입학한 경우는 그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해당기간 주소이전 이력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해야함.
※ 외국(전문)대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영어 제외).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본교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함.
      나. 아포스티유확인서/영사확인 안내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당해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원서접수 시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영사확인 제출서류의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해당 원본을 제출해야 함.
      라.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해외발급서류는 3년 이내 인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학교(4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2학년 수료(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2학년(4학기)이상 수료 기재

전문대학(2·3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독학사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학사/전문학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 이수에 따라 (학사·전문
학사)학위를 신청하여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발급

외국(전문)대학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재학사실증명서 1부(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제출)
5.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6. 학력조회동의서(별첨4 양식 참조)

지원자격 ‘가’ 유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1부 (별첨1) 서식 사용

지원자격
 ‘나’ 유형

공통사항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별첨2) 서식 사용

6년 과정 
지원자

중학교 전과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총 3부)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친권표시 필수) 1부 부모 이혼 시

해당자만 제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 사망 시

12년 과정 
지원자

초등학교 전과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중학교 전과정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학생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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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필기(영어)고사 계

농어촌학생편입 인문/자연계열 100% 100%

선발기준

가. 합격자 사정은 모집단위별 성적(총점)순으로 100%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예비합격자로 발표함.
다.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선발함.

- 인문/자연계열: 영어정답 개수, 2.9점 문항 정답 개수, 2.5점 문항 정답 개수,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라.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필기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대상 고사일 비고

인문/자연계열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필기(영어)고사

가. 반영방법

나. 전형일시

출제형식 출제문항 고사시간 배점 비고

객관식(4지선다형) 40문항 1시간(60분) 2.9 / 2.5 / 2.1 오답에 대한 감점 없음

다. 유의사항

1) 필기(영어)고사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등) 및 수험표
2) 필기도구: 답안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싸인펜은 본교에서 지급하며, 답안수정이 불가하므로 화이트나 
     수정테이프 등은 지참하지 않도록 함.
3)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4) 필기(영어)고사 일시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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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안내(편입생모집)

특성화고졸업자편입
중점요소: 필기(영어)고사

가.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산업대학 포함)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65학점(계절학기는 이수학점만 인정) 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적대학에서 정원외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자 
나. 본교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교 신입학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지원 자격(2021학년도 기준)을 갖춘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특성화고교 졸업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와 동일학과 지원자로 전문교과 30단위이상 이수자
         (본교 동일학과 인정기준 참조)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지원자격

단과대학 계열 학부/학과 전공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공과대학 공학

건설환경 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건축과, 금속재료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조경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관광농업과, 환경공업과

건축도시부동산학부 도시부동산학

산업 및 기계공학부 산업공학

※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이외의 관련학과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유의사항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  전적대학 출신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수료란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전적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했다는 의미
※ 지원자격 제한
        •  전적대학의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된 자
        •  본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자  

특성화고졸업자 모집단위별 기준학과(본교 동일학과 인정기준)

12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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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평점평균 및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 중 전적대학도 편입학한 경우는 그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해당자).
※ 외국(전문)대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영어 제외).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이나 본교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함.
      나. 아포스티유확인서/영사확인 안내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당해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원서접수 시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영사확인 제출서류의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해당 원본을 제출해야 함.
      라.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해외발급서류는 3년 이내 인정).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학교(4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2학년 수료(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2학년(4학기)이상 수료 기재

전문대학(2·3년제)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독학사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학사/전문학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점 이수에 따라 (학사·전문
학사)학위를 신청하여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발급

외국(전문)대학

1. 입학원서(인터넷 출력 본)
2.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재학사실증명서 1부(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제출)
5.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6. 학력조회동의서(별첨4 양식 참조)

지원자격 ‘가’ 유형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1부 (별첨3) 서식 사용

지원자격 ‘나’ 유형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필기(영어)고사 계

특성화고졸업자편입 인문/자연계열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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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가. 합격자 사정은 모집단위별 성적(총점)순으로 100%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를 예비합격자로 발표함.
다.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선발함.
      •  인문/자연계열 : 영어정답 개수, 2.9점 문항 정답 개수, 2.5점 문항 정답 개수, 전적대학 총 취득학점, 전적대학 
       최종학기 백분위 성적순
라.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필기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고사장배정 및 세부일정은 고사 일주일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예정

필기(영어)고사

가. 반영방법

나. 전형일시

출제형식 출제문항 고사시간 배점 비고

객관식(4지선다형) 40문항 1시간(60분) 2.9 / 2.5 / 2.1 오답에 대한 감점 없음

대상 고사일 비고

인문/자연계열 2023. 1. 7(토) 시험시간 30분전 입실완료

다. 유의사항

1) 필기(영어)고사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필수) 등) 및 수험표
2) 필기도구: 답안작성을 위한 컴퓨터용 싸인펜은 본교에서 지급하며, 답안수정이 불가하므로 화이트나 
     수정테이프 등은 지참하지 않도록 함.
3) 수험생은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휴대해서는 안 됨(※휴대폰 전원 반드시 OFF).
4) 필기(영어)고사 일시 및 장소는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예비소집은 따로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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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안내(정시모집)_정원외

공무원위탁/군위탁편입
중점요소: 서류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추고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교육부의 공무원위탁생(군위탁생) 추천 공문이 발송되어야 함)
가.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2학년(4학기)이상 수료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3년제의 경우도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에서 2학년(4학기)이상 수료(예정)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전문학사학위취득(예정)자
     •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바. 관계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유의사항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  전적대학 출신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수료란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전적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했다는 의미

※ 지원자격 제한
     •  전적대학의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된 자

지원자격

※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전체 평점평균 및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 중 전적대학도 편입학한 경우는 그 이전대학의 성적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함(해당자).

00명 (소방행정학과(야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2·3년제)

1. 입학원서
2. 추천공문(교육부)
3. 재직확인서(복무확인서)
4. 최종대학 졸업(예정) 또는 2학년 수료(예정) 증명서 1부
5. 최종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2학년(4학기)이상 수료 기재

반영비율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서류심사 계

공무원위탁/군위탁 소방행정학과(야)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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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별첨

교통안내

찾아오시는 길

별첨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별첨 2.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별첨 3.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별첨 4. 
학력조회 동의서(외국대학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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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교통안내 & 찾아오시는 길

교통안내

통학버스
송내노선: 송내역(1호선 고려한증막 앞) → 학교
고색노선: 고색역(수인분당선, 3번 출구 새마을금고 앞) → 학교
※ 통학버스의 노선 및 배차 시간은 본교 홈페이지 대학 생활-캠퍼스-셔틀버스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좌석버스

7790번: 사당역 → 남태령역 → 의왕톨게이트 → 수영오거리 → 봉담이마트 → 학교 → 봉담1지구→ 협성대     
8501번: 시민의 숲, 양재꽃시장 → 양재역 → 신분당선강남역 → 동탄고등학교 → 병점중심상가 → 송산동 → 학교
1551, 1551B번: 양재꽃시장 → 양재역 → 강남역 → 동탄고등학교 → 병점역후문 → 안용중학교 → 학교
1007번: 잠실광역환승센터 → 석촌호수 → SRT수서역 → 화랑공원 → 화성행궁 → 수원역 → 수영오거리 →학교
1009번: 잠실광역환승센터 → 장지역 → 의왕TG→ 권선구청 → 수영오거리 → 학교
8000번: 금정역 → 한세대 → 홈플러스서수원점 → 봉담읍행정복지센터 → 학교 → 협성대
H6005번: 동탄호수공원 → 동탄역 → 병점역후문 → 학교 → 남양사거리

일반버스

30번, 30-1번: 북부차고지 → 화서역 → 수원역 환승센터 → 장안대 후문 → 협성대 정문 → 학교
34번, 34-1번: 수원동부차고지 → 광교호수공원 → 영통역 → 반월동 → 병점역후문 → 학교 → 장안대
46번: 오산교통차고지 → 오산대역 → 병점역 → 학교 → 오목천역 → 수원역 환승센터 → 팔달문
1000번: 제부도 입구 → 서신터미널 → 사강 → 남양성지 → 비봉 → 학교 → 병점역 → 동탄역
1001번: 동탄2신도시홍보관 → 동탄이마트, 한림대병원 → 병점역 후문 → 학교
700-2번: 오리역 → 동천역 → 수지구청역 → 경기대후문 → 수원역 환승센터 → 수영오거리 → 학교
720-2번: 백현동행정복지센터 → 서현역 → 오리역 → 풍덕천 → 수지 → 수원역 → 구운동 → 고색동 → 학교

승용차

강남: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봉담 IC → 수영오거리 → 학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수원IC → 영통 → 터미널사거리 → 병점육교 → 융건릉 → 학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동탄JCT → (봉담-동탄)고속도로 → 정남IC(좌회전) → 학교
1번 국도: 의왕 → 수원지지대고개 → 수원역 → 고색사거리 → 축산시험장 → 학교

찾아오시는 길

수원대학교
우)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http://ipsi.suwon.ac.kr/

입학처 
031)229-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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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별첨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별첨 3.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 입학확인서

별첨 4. 
LETTER OF CONSENT
(학력조회 동의서_외국대학 출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