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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인성(人性) 창의(創意) 공헌(貢獻)

교육목적 “지덕체를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복지발전에 공헌할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양성한다.”

“국가와 인류복지발전에 공헌할 창의 융합적 인재”

교육목표

인 재 상

핵심역량
소통과 협업 역량

- 대인관리, 타인과의 협업능력

- 소통과 배려

- 정직성과 책임의식

- 창의성, 문제해결력

- 스스로 생각하고 설계

- 융합적 사고력

- 세계시민으로서 윤리의식

- 공헌할 수 있는 리더십

- 글로벌 의식

창의적 혁신 역량 세계시민 역량

교육전략
Education 4.0 에 기반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유연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용인대학교는 “道義相磨 欲而爲人”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하고 1953년 대한유도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도의를 갈고 닦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자’ 라는 의미의 교육이념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민족과 국가를 슬기롭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본교의 교육철학을 제시한 것입니다.

道義相磨欲而爲人
도의를 갈고 닦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자

YONG IN 6Cs
건학이념

YONG IN
6Cs

   사회적 협력과 화합을 조성할 수 있는 리더 양성

Cooperation

   소통과 배려의 인성을 겸비한 세계시민 양성

Communication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선도적 인재 양성

Contribution

   융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 양성

Convergence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 혁신적 인재 양성

Creative innovation

    비판적 사고를 기반한 인문 소양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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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집단위 전공
코드
번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학사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의료
인력

무도
대학

체능

유도학과 110 7 2

유도경기지도학과 115 6 1

격기지도학과

레슬링 121

5씨름 122

복싱 123

동양무예학과

검도 131

4용무도 132

택견 133

태권도학과 겨루기 및 품새 141 6 2

경호학과

유도 165

6 2 1태권도 166

용무도 167

체육
과학
대학

스포츠레저학과 210 5 2

체육학과 230 8 1 1

골프학과 250 6 1

문화
예술
대학

예능

무용과 310 2 1

미디어디자인학과 320 2 1

회화학과 330 3

연극학과 연기 341 2 1

국악과

현악 351

2
관악 352

성악 353

타악 354

실용음악과

보컬 361

2 1

피아노 362

기타 363

베이스 364

드럼 365

작곡 366

영화영상학과 370 3 1 1

자연
과학

문화재학과 380 2 1

인문
사회

문화콘텐츠학과 390 5 1

   Ⅰ. 모집단위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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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모집단위 전공
코드
번호

정원내 정원외

일반 학사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출신자

의료
인력

경영
행정
대학

인문
사회

경영학과 410 8 1

문화관광학과 430 6 1

경찰행정학과 460 3 1 1

중국학과 470 3 1

환경
과학
대학

자연
과학

산업환경보건학과 510 5 1

컴퓨터과학과 530 5 1 1

생명과학과 550 3 1

보건
복지
대학

식품영양학과 610 6 1 1

물리치료학과 620 1 3

인문
사회

사회복지학과 630 5 1

합계 120 28 3 3 3

   ※ 코드번호는 총 9자리의 수험번호 중 앞 3자리 고유번호임

   ※ 의료인력 편입학의 경우 4학년 편입이 가능하나, 편입학한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모두 만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재학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있음

   ※ 일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은 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일반 편입학과 기타 정원외 편입학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함



3  |   YONG IN UNIVERSITY

www.yongin.ac.kr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0. 12. 14.(월) 10:00 ~ 18.(금) 18:00까지 uway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인터넷 접수만 실시

제출서류 마감 2021. 1. 6.(수) 15:00까지 본교 입학관리실 등기우편

동영상 제출 기간 2021. 1. 4.(월) 09:00 ~ 6.(수) 15:00까지 본교 입학홈페이지 -

전형일 2021. 1. 13.(수) ~ 14.(목) - 동영상 평가

최초합격자 발표 2021. 1. 20.(수) 15:00 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 출력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 2021. 2. 8.(월) 09:00 ~ 10.(수) 13:00까지 본교 지정 금융기관 -

충원 1차

합격자 발표 2021. 2. 10.(수) 15:00 이후 개별 전화 통보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 기간 2021. 2. 11.(목) 09:00 ~ 15.(월) 16:00까지 본교 지정 금융기관 -

충원 2차

합격자 발표 2021. 2. 15.(월) 19:00 이후 개별 전화 통보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 기간 2021. 2. 16.(화) 09:00 ~ 16:00까지 본교 지정 금융기관 -

충원 3차

합격자 발표 2021. 2. 16.(화) 21:00까지 개별 전화 통보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 기간 2021. 2. 17.(수) 09:00 ~ 16:00까지 본교 지정 금융기관 -

   Ⅱ. 입학전형 일정표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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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편입학, 농어촌학생 편입학, 특성화고교출신자 편입학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는 동영상으로 평가하며 본인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제출(업로드)해야 함

 ※ ETS TOEIC 성적반영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국외 취득성적 인정하지 않음)

 ※ 골프학과는 KPGA / KLPGA 회원 증명서 없어도 지원 가능(취득점수 반영 : 정회원 40점 / 준회원 30점)

2. 학사 편입학

3. 의료인력 편입학

   Ⅲ.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적대학
성 적

동영상 평가 공인외국어 성적
(ETS TOEIC)

KPGA / KLPGA
회원 증명

총점
면접고사 실기고사

유도학과

유도경기지도학과

격기지도학과

동양무예학과

태권도학과

경호학과

60% 40% - - - 200점

스포츠레저학과

체육학과
60% 40% - - - 200점

골프학과 40% 40% - - 20% 200점

영화영상학과 60% 40% - - - 200점

무용과

연극학과

국악과

실용음악과

60% - 40% - - 200점

미디어디자인학과

회화학과
100% - - - - 200점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 40% - - 60% - 200점

모집단위
전적대학
성 적

공인외국어 성적
(ETS TOEIC)

총점

해당 모집단위 40% 60% 200점

모집단위
전적대학
성 적

공인외국어 성적
(ETS TOEIC)

총점

물리치료학과 40% 60%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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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학생선발방법

1.  각 모집단위별로 전형방법에 의한 총점 석차 순위로 선발하며,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하되 모집단위는 전형별로 한 개의

모집단위만 선택을 허용한다.

  [복수지원 예시]

  가. 일반 편입학 또는 기타 특별전형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 간 복수지원은 가능

  나. 일반 편입학과 기타 특별전형 편입학 간 복수지원 불가

2.  전적대학 성적은 본교 성적 반영방법에 의거 산출되며, 제출된 모든 성적표에는 반드시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적대학에서 평점평균 성적으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대학 출신자의 전적대학 성적 인정은 본교 외국인 등 서류전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여 반영한다.

4.  동점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전형 구분 동점자  우선순위

일반 편입학

농어촌학생 편입학

특성화고교출신자 편입학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실시학과

①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성적

② 전적대학 성적

③ 4년제 대학교 졸업(재학)자

④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

⑤ 최종 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일반 편입학

농어촌학생 편입학

특성화고교출신자 편입학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미실시학과

①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

② 전적대학 성적

③ 4년제 대학교 졸업(재학)자

④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

⑤ 최종 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학사 편입학

의료인력 편입학

①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

② 전적대학 성적

③ 취득학점 수가 많은 자

④ 최종 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5. 합격자 중 미등록자 및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발표일정에 따라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6. 모집단위의 전공별 모집인원이 미달, 미등록 될 경우 동일 모집단위의 타 전공에서 종합성적순으로 충원한다.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가. 본교에서 실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불참한 자

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다. 수업이행 및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또는 학업이 곤란한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환자로 판명이 된 자

8. 편입학 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9.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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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전형유형별 모집요강

가. 지원자격

 1) 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교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은 2021. 1. 15.(금)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학기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 수료자는 지원 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

 2)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예정)자

 ※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은 2021. 1. 15.(금)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학기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3)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외국의 정규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하고, 졸업(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½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점제가 상이한 경우 졸업 이수학점, 학기요건,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6) 외국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7) 전적대학의 출신 학과(계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8) 본교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다. 단, 제적생 중 이수학점(성적)이 없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9) 골프학과의 경우 KPGA/KLPGA 회원증명서를 통해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정회원: 40점 / 준회원: 30점)

 ※ 회원증명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함

나. 제출서류

 1) 편입학 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공통)

 2) 성적증명서 1부(공통)

 ※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및 만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학위 과정별 제출서류

 ※ 각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반드시 기일 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4) 공인외국어 성적(ETS TOEIC만 인정) 증명서 사본 1부(실기고사, 면접고사 미 실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필수 제출)

 ※ ETS TOEIC 성적표는 2019. 1. 1. ~ 2020. 12. 31.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TS TOEIC 성적 반영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5) 외국대학 출신자는 공통사항(외국대학 출신자 추가서류)을 참고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6) 골프학과는 KPGA/KLPGA 정회원 또는 준회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해당자에 한함)

학위 과정 구분 제출서류 인정 증명서 발행기관

국내·외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대학

※ 국외 대학은 아포스티유 문서 또는 영사확인 문서만 인정
국내·외 4년제 대학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 자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출신자의 제출서류는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것만 인정
(단,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해당기관 증명서 가능)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자
학점인정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일반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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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1)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전적대학의 출신 학과(계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본교 졸업생도 지원 가능함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제출서류

 1) 편입학 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공통)

 2) 성적증명서 1부(공통)
    ※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및 만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학위 과정별 제출서류

    ※ 각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반드시 기일 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4)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만 인정) 증명서 사본 1부
    ※ ETS TOEIC 성적표는 2019. 1. 1. ~ 2020. 12. 31.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TS TOEIC 성적 반영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5) 외국대학 출신자는 공통사항(외국대학 출신자 추가서류)을 참고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학위 과정 구분 제출서류 인정 증명서 발행기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대학

※ 국외 대학은 아포스티유 문서 또는 영사확인 문서만 인정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 출신자의 제출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것만 인정
(단,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해당기관 증명서 가능)

독학 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학사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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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최초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함
 ※ 전적대학의 출신 학과(계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본교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다.

나. 제출서류

 1) 편입학 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공통)

 2) 성적증명서 1부(공통)

 ※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및 만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특별전형(정원외) 입학확인서 1부(공통)

 ※ 본교 양식을 전적대학에서 확인받은 후 제출 가능하며, 전적대학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4) 학위 과정별 제출서류 

 ※ 각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반드시 기일 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5)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만 인정) 증명서 사본 1부(실기고사, 면접고사 미 실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필수 제출)

 ※ ETS TOEIC 성적표는 2019. 1. 1. ~ 2020. 12. 31.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TS TOEIC 성적 반영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학위 과정 구분 제출서류 인정 증명서 발행기관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대학

국내 4년제 대학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1부

농어촌학생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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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최초 신입학 당시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학생에 한함
 ※ 전적대학의 출신 학과(계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본교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다.

나. 제출서류

 1) 편입학 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공통)

 2) 성적증명서 1부(공통)
    ※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및 만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특별전형(정원외) 입학확인서 1부(공통)
    ※ 본교 양식을 전적대학에서 확인받은 후 제출 가능하며, 전적대학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4) 학위 과정별 제출서류 

    ※ 각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반드시 기일 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5)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만 인정) 증명서 사본 1부(실기고사, 면접고사 미 실시 모집단위에 한하여 필수 제출)

    ※ ETS TOEIC 성적표는 2019. 1. 1. ~ 2020. 12. 31.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TS TOEIC 성적 반영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학위 과정 구분 제출서류 인정 증명서 발행기관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대학

국내 4년제 대학 수료(예정)자 수료(예정)증명서 1부

특성화고교출신자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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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1)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 3년제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졸업(예정)자로서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예정)자

    ※ 의료인력 편입학의 경우 4학년 편입이 가능하나, 편입학한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을 모두 만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편입학자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재학기간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있음

 2) 본교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다.

나. 제출서류

 1) 편입학 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공통)

 2) 성적증명서 1부(공통)
    ※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 및 만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물리치료사 면허증(취득자) 1부 또는 물리치료사 합격증(취득예정자) 1부(공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급

 4) 학위 과정별 제출서류 

    ※ 각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반드시 기일 내에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5)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만 인정) 증명서 사본 1부

    ※ ETS TOEIC 성적표는 2019. 1. 1. ~ 2020. 12. 31.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TS TOEIC 성적 반영 모집단위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학위 과정 구분 제출서류 인정 증명서 발행기관

국내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대학

의료인력 편입학[4학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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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1학년도 편입학 공인외국어성적(ETS TOEIC) 환산표

나. ETS TOEIC 성적표 제출 시 최저점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2019. 1. 1. ~ 2020. 12. 31. 이내에 응시한 성적에 한함
※ ETS TOEIC 성적을 반영하는 모집단위의 지원자가 해당 성적이 없으면 지원 불가

 ※ 국외 취득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가. 서류목록

1) 외국대학 출신자 지원 자격확인서(본교 양식 작성) 1부

2) 출신대학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학기요건, 성적산출기준(성적등급 및 평균평점)에 관한 증빙서류 1부

3)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필리핀 대학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에서 공증(레드리본)을 받아 제출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원본 1부

나. 주의사항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한 서류를 첨부해야 접수 가능함

   Ⅵ. 공통사항

ETS TOEIC 점수 ETS TOEIC 점수 ETS TOEIC 점수 ETS TOEIC 점수 ETS TOEIC 점수

990 120 865 95 740 70 615 45 490 20

985 119 860 94 735 69 610 44 485 19

980 118 855 93 730 68 605 43 480 18

975 117 850 92 725 67 600 42 475 17

970 116 845 91 720 66 595 41 470 16

965 115 840 90 715 65 590 40 465 15

960 114 835 89 710 64 585 39 460 14

955 113 830 88 705 63 580 38 455 13

950 112 825 87 700 62 575 37 450 12

945 111 820 86 695 61 570 36 445 11

940 110 815 85 690 60 565 35 440 10

935 109 810 84 685 59 560 34 435 9

930 108 805 83 680 58 555 33 430 8

925 107 800 82 675 57 550 32 425 7

920 106 795 81 670 56 545 31 420 6

915 105 790 80 665 55 540 30 415 5

910 104 785 79 660 54 535 29 410 4

905 103 780 78 655 53 530 28 405 3

900 102 775 77 650 52 525 27 400 2

895 101 770 76 645 51 520 26 395 이하 1

890 100 765 75 640 50 515 25

885 99 760 74 635 49 510 24

880 98 755 73 630 48 505 23

875 97 750 72 625 47 500 22

870 96 745 71 620 46 495 21

ETS TOEIC 반영방법 안내

외국대학 출신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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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적대학 성적 산출공식

 1) 전적대학 성적 환산점수 = [ {(평점평균 ÷ 평점만점) × 50 } ＋ 50 ] × (전적대학 성적 본교 반영 총점 ÷ 100)

 2) 전적대학 성적은 최종 1개 대학 성적만을 반영한다.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한다.

나. 산출 예시

 1) 전적대학 평점평균이 4.0 이고 평점만점이 4.5인 지원자가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경우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중 해당 학과의 전적대학성적 반영비율은 40%이고 총점은 200점이므로 전적대학 성적 본교 반영 

총점은 80점이다.

나) 전적대학 성적 환산점수 = [ { ( 4.0 ÷ 4.5 ) × 50 } ＋ 50 ] × (80 ÷ 100) = 75.56

다. 기타 특이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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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대학 실기고사 요강 및 배점

2. 실기 동영상 녹화 방법

: 원서접수 후 용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yongin.ac.kr)에 공지 예정

모집
단위

전공 실기고사 요강 배점
(최저~최고)

무용과
무용

◆ 전형분야 개인작품 – 동영상 제출

 • 순수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대중무용(재즈, 스트릿댄스 등) 등 2분 이내의 개인별 전공작품 

 (개인 작품복 착용)

10 ~ 80

 ※ 분장 및 액세서리를 금지하며, 제출한 영상에 문제가 있을 시 학교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연극학과
연기

◆ 대사연기 및 특기

 • 개인이 준비한 2분 이내의 대사, 그리고 1분 이내의 특기로 연기력 평가 – 동영상 제출

 • 독백 연기 시 배경음악 사용 불가, 특기는 MR 사용 및 연주 가능

10 ~ 80

 ※ 검은색 연습복, 간단한 소품 사용 가능 (무대의상, 신발, 메이크업 불가), 제출한 영상에 문제가 있을 시 학교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국악과

현악 가야금, 거문고, 아쟁

◆ 자유곡(5분 내외) - 동영상 제출 10 ~ 80
관악 대금, 피리, 해금

성악 가야금병창, 경서도창, 판소리, 정가

타악 -

 ※ 모든 전공은 반주 없이 실시하며, 제출한 영상에 문제가 있을 시 학교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실용
음악과

보컬
(Vocal)

◆ 자유곡 1곡

 • 수험생은 자유곡으로 1곡을 가창한다.(3분 이내) - 동영상 제출

 • 피아노와 기타 이외에 개인이 준비한 악기의 사용은 불허한다.

 • 가사는 우리말과 외국어 모두 허용한다.

10 ~ 80

피아노
(Piano)

◆ 자유곡 1곡

 • 수험생은 자유곡으로 1곡을 연주한다.(3분 이내) - 동영상 제출
10 ~ 80

기타 
(Guitar)

◆ 자유곡 1곡

 • 수험생은 자유곡으로 1곡을 연주한다.(3분 이내) - 동영상 제출
10 ~ 80

베이스
(Bass Guitar)

◆ 자유곡 1곡

 • 수험생은 자유곡으로 1곡을 연주한다.(3분 이내) - 동영상 제출
10 ~ 80

드럼
(Drum)

◆ 자유곡 1곡

 • 수험생은 자유곡으로 1곡을 연주한다.(3분 이내) - 동영상 제출
10 ~ 80

작곡
(Composition)

◆ 자작곡 1곡

 • 수험생은 자작곡으로 1곡을 연주한다. (피아노 또는 기타, 3분 이내) - 동영상 제출

 • 피아노와 기타 이외에 개인이 준비한 악기의 사용은 불허한다.

 • 악보, MR 및 배경음악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생 본인에 한하여 멜로디 가창 허용)

10 ~ 80

 ※ 수험생은 반드시 암보로 가창 및 연주하여야 하며, 제출한 영상에 문제가 있을 시 학교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Ⅶ. 실기고사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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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고사 평가기준, 평가내용 및 평가배점 현황

2. 면접 문항(예시)

 : 원서접수 후 본인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문항 전달 예정

3. 면접 동영상 녹화 방법

 : 원서접수 후 용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ipsi.yongin.ac.kr)에 공지 예정

구분 평가기준 평가내용 문항수 배점
(최저~최고)

기본
소양

인성 및 태도
사고력
표현력

 • 나름대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 진지한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는가?

 • 어휘 사용이 적절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1문항 10 ~ 40

전공
적성

이해력
논리성
표현력

 • 질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답변)를 갖고 있는가?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 어휘나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며, 창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가?

1문항 10 ~ 40

   Ⅷ. 면접고사 요강

구성 공통 문항 내용

기본소양  • 지금까지 본인이 리더십을 보여준 경험이 있다면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얘기해 보세요.

전공적성  • 해당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와 연관 지어서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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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입학원서 접수안내

1.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가. 접수기간 : 2020. 12. 14.(월) 10:00 ~ 18.(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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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 수 처 : uwayapply.com

라. 전 형 료

마. 전형료 결제방법 : 접속한 접수사이트 내 결제방법 참조

바.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임

사.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음

2. 입학원서 접수방법

         ※ 입학원서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해야 하며, 시한 경과로 인하여 원서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구분 전형유형

전 형 료

기본전형료
감면금액

인 터 넷
원서접수
수 수 료

납부총액기본전형료
(지원자격심사)

실기고사
·

면접고사
전 형 료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실시 학과

일반 편입학

35,000원 45,000원 -

5,000원

85,000원농어촌학생 편입학

특성화고교출신자 편입학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 미 실시 학과

일반 편입학

35,000원 - - 40,000원

농어촌학생 편입학

특성화고교출신자 편입학

학사 편입학

의료인력 편입학

01
용인대학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
02 해당 업체

회원가입 및 로그인 03 원서접수 대학 중

「용인대학교」선택

04 원서접수 유의사항 및

모집요강 숙지 05 입학원서 내용 입력 및 확인 06 전형료 결제

07 원서접수 완료

(수험표 출력 후 확인) 08 우편발송용 라벨 출력 09
우편 발송용

봉투표지 라벨 부착 후

제출서류 우편 발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실기·면접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해당일

까지 전형료 환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전형료를 전액 환불함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 불가 및 환불 불가> 지정된 신청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라하더라도 접수 불가  

  - 2021. 1. 3.(일) 15:00까지 

  ① 온라인 신청

 

         ※전형료 환불 계좌를 원서 작성 시 필히 사전 입력해야 하며,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계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없음

  ② 방문 신청 : 본교 입학관리실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제출(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1
입학홈페이지 →

지원자서비스 →

전형료 환불신청
02 환불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03
접수 후 한 달 이내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전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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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료 비례환불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의거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 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이며, 전형료 반환은 2021년 4월 30일 이전 본교가 

 공지한 반환 기간에만 반환한다.

나.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본교 직접방문 또는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중

 하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하여야 한다.

다. 반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직접방문 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4. 본교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에 전화로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서류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1. 1. 6.(수)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실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도착 확인 : 해당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 홈페이지나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서류의 도착유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6.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자는 본교 편입생 모집요강을 반드시 읽어본 후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하다. 

 또한, 입력을 잘못하여 생긴 불이익(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나. 원서접수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검토결과 지원자격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서류 

 반환 및 전형료 환불이 되지 않는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자의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후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 1부를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다.

업체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1588-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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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용인대학교는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용인대학교의 합격자로 분류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에서 활용됩니다. 

 -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학 입학전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선택)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험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 전적대학 사항 등 입학, 장학, 학사 통계업무
(학적부 생성, 학력조회,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문자 발송, 장학생 선발 안내문자 발송)

1년

보호자 정보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국제교류교육원 지정 협약업체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어학 강좌 프로그램 안내 1년

개인정보 처리사유 고유식별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 관리(학적부 생성)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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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

 가. 최초 합격자 발표 일시 : 2021. 1. 20.(수) 15:00 이후

 나.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 : 2021. 2. 8.(월) 09:00 ~ 10.(수) 13:00까지

다. 충원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 입학전형 일정표 참조

2. 합격자 발표 및 방법

가. 최초 합격자 :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 게시

나. 충원 합격자 : 개별 전화통보 후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 게시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나. 본교와 타 대학교에 지원하여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그중 하나의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추가 합격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학관리실로 

인적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연락처는 추가합격 발표에 사용된다. 

4. 미등록 충원 안내

가.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순위자 중 순서에 의하여 충원합격자를 발표하며, 예비합격 순서는 

최초합격자 발표 시 발표하므로 본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 충원합격자 발표는 저녁 늦게까지 전화로 통보하며 수험생에게 단시간 내에 등록, 등록포기 등의 선택을 요하므로 예비순위

자는 사전에 본교 등록여부를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충원합격의 기회가 주어진다.

라. 충원합격된 자가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한다.

5. 등록금 환불 안내

가.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타 대학의 편입학으로 합격(충원합격자 포함)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등록금 환불 절차

 1) 등록금 환불 방법

가) 본교 입학홈페이지 ipsi.yongin.ac.kr에 접속하여 등록 포기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나) 로그인하여 환불신청

다. 등록금 환불시 주의사항

 1) 등록금 환불 신청자는 환불 신청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하므로 기 제출한 등록금 환불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라. 등록금 환불금액

6. 합격 취소

가.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가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나. 외국 대학(교) 출신자는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여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다. 본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입학 후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학력조회결과 성적증명서상의 취득학점이 학년별 수료 학점 

 수에 미달되거나 졸업을 못하였을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라. 편입학 이후 입시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편입학을 최소하거나 학적을 말소 조치한다.

   XI. 합격자 발표·등록 및 유의사항

구 분 2021년 2월 28일까지 2021년 3월 1일 부터 

금 액 등록금액의 100%(전액) 본교「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 공제 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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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2. 편입생 전적대학 인정 학점 및 본교 졸업학점 이수 기준

☎ 문의처 : 학사관리과(학적계) 031-8020-2514, 2515, 2993

최종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학사편입 합격자 중 평생교육진흥원 발행 학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 학사편입 합격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

   • 학사학위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

   • 전문학사학위증명서 1부

   • 2학년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외국대학(교) 졸업예정자 →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완료 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제 출 처 : (우) 1709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관리실

       ※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한 : 2021. 2. 26.(금) 15:00까지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 기간 내 해당서류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함

구분 전적대학 인정학점 본교 취득학점 졸업이수학점

일반 편입학 및 기타 특별전형 편입학 65학점 65학점(전공 33학점 이상) 130학점

학사 편입학 67학점 63학점(전공 33학점 이상) 130학점

의료인력 편입학 98학점 32학점(전공 20학점 이상) 1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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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적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학적 보유자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 이중학적 보유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2. 편입학 지원자 중 실기고사 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과 지원자 전원은 해당 동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3. 입학전형 성적 및 전형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4.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생 선발 방법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결정에 의한다.

   XIII.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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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안내

 가. 교내장학금

  : 이사장, 성적우수(Ⅰ,Ⅱ,Ⅲ), 체육우수, 글로벌인재, 인성, 보훈, 공로(학생간부), 교직원직계자녀, 야간학과, 특별, 생활복지, 

   가족복지, 언론(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 근로(국가및일반), 각종경시대회, 외국인유학생, 장애우, 학군간부, 공무원(군)위탁

   생, 입영훈련우수후보생, 고시, 인턴십, 매칭, 포인트, 홍보도우미, 버디, 교직원기금, 코리아CC, 국제교류, 학과평가우수, 

   싱글맘 등

 나. 교외장학금

  • 학과지정장학금 

 : 삼구구자관장학금(경찰행정학과), 조진형장학금(경찰행정학과), (재)동화산업장학재단장학금(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재직교수장학금(경찰행정학과), 김상용장학금(경영학과), 경영학과장학금(경영학과), 진흥무역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小峙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유종영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씨테크장학금(물류통계정보학과), 신성기업장학금(특수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실교육지원장학금(특수체육교육과), 리더스클럽장학금(경호학과), 경호학과동문회장학금(경호학

   과), 발광엔터테인먼트장학금(동양무예학과-택견), 축구부지정장학금(파인트리천강용님), 격기지도학과(씨름)장학금, 태권

   도학과지정장학금, 한국가스공사(태권도학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학금(문화재학과), 태건장학금(문화관광학과), 문화콘

   텐츠학과재직교수장학금(문화콘텐츠학과), ㈜단잡(문화콘텐츠학과), 로우핸드(문화콘텐츠학과), 검도동문회장학금(검도), 

   CEO29기장학금(경영학과, 문화관광학과), 중국학과동문회장학금(중국학과), 용인대81학번동기회장학금(유도,태권도,복싱,

   씨름), 소액정기기부장학금 등

  •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는 장학금

 :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재)한원장학회, KRA농어촌희망재단, (재)주심장학재단, (재)우리다문

   화장학재단, (재)하나금융나눔재단,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재)배정장학회, (재)서울장

   학재단, (재)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재)S&T장학재단, (재)삼원장학재단, (재)성남시장학회 등

  • 단과대학으로 추천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정하는 장학금

 : (재)용인대학교동문회장학재단, 경기도체육회 등

  • 장학재단에서 지급대상자를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용인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용인대학교 재직동문회, 용인대학교 여교수장학회, (재)삼송장학회, (재)형애장학회, (재)해성문

   화재단, (재)정산장학재단, (재)본솔김종한장학재단, (재)한석경장학회, (재)영풍문화재단, (재)금옥학술문화재단, (재)이스테

   파노(재원)장학회, (재)성혜장학회, (재)덕영재단, (재)농협재단, 경기도태권도동문회 등

   기타 : 각 지방자치단체 애향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각종 지정기부장학금 등

 다.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근로장학금

 라. 문   의

 : 각종 교내외장학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본교 홈페이지(학사지원-장학대출제도-장학대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치 : 인성관 3층 장학과 (TEL. 031-8020-3058,3230, FAX. 031-8020-3922)

2. 교내 주요업무별 안내부서 전화번호

   XIV. 대학안내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입학전형 및 제반업무 안내 입학관리실 031-8020-3100

학점, 전과, 휴학, 교직이수 안내 학사관리과(학적계) 031-8020-2514~5, 2993

수강신청 안내 학사관리과(수업계) 031-8020-2510~1, 3029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회계과 031-8020-2529, 2530

ROTC 안내 학생군사교육단 031-8020-3477, 3478

병무안내 비상계획과 031-8020-2562~3

각종 장학제도 및 학자금대출 안내 장학과 031-8020-2869, 2957

교통 안내 학생지원과 031-8020-2520~1

취업 및 부직 안내 취업지원센터 031-8020-2523~4

각 학과 안내

무도대학 교학과 031-8020-2855

체육과학대학 교학과 031-8020-2660

문화예술대학 교학과 031-8020-2688

경영행정대학 교학과 031-8020-2745

환경과학대학 교학과 031-8020-2784

보건복지대학 교학과 031-8020-3074



특별전형(정원외) 입학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입학년도
신입학 전형구분
(해당란에 ∨)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정원외)

소속학과 학    번

제출용도 대학 편입학 지원용 제 출 처 용인대학교

발    급
담 당 자

부 서 성 명 (인) 연락처

위 학생은 본 대학교에 특별전형(정원외)으로 합격하여 졸업(예정) 또는 2학년 수료(예정)인 학생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대학(교) 교무(입학)처장 직  인

용인대학교 총장 귀하

   XV. 제출서식 

     ※ 본 양식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업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해당 특별전형(정원외)으로 입학한 전적대학에서 확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적대학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외국대학 출신자 지원 자격확인서

지
원
자
현
황

전형유형
(해당란에 ∨)

    □ 일반편입     □ 학사편입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
적
대
학
사
항

대 학 명 소재국가

전공학부(과)

학제 구분
(해당란에 ∨)

    일반대학( □ 4년제 □ 3년제 )
    전문대학( □ 2년제 □ 3년제 ) 
    기타(    년제 ) 

입학일자

졸업(수료)일자
(해당란에 ∨)

년    월    일

( □    학년 수료 /  □ 졸업 )

총 이수 학기
(이수학점)

      학기 (            학점) 졸업 요구학점            학점

※ 전적대학 사항은 반드시 사실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용인대학교 총장 귀하

     ※ 본 양식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업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본인의 인장이나 서명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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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대학교  교통안내 

● 수원 TG    ① 신갈오거리 ▶  용인방면으로 25분 정도 

② 영덕교차로 ▶  용인방면(역동교차로) 18분 정도

● 용인 TG    터미널사거리 ▶  수원방면으로 15분 정도

● 운행노선ㅣ용인시내 순환              ● 운행시간ㅣ20분 간격 

● 운행기간ㅣ전형기간 및 학기 중  ● 운행요금ㅣ무료

셔틀버스 이용

고속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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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원시 성남시

강변역 구의공원 앞 3번 승차장서울역환승센터 중앙차로정류장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강남

■ 5000 / 5005
   용인대학교 진입로(용인행정타운 앞)

   하차

     용인대학교  교통안내 

▶ 경남여객

    http://knbus.co.kr

▶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http://www.gbis.go.kr

☎ 문의처 : 학생지원과 031-8020-2520, 2521, 2892

▶ 운행노선ㅣ ● 강남(강남역) ● 성남, 분당(가천대역,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미금역,  오리역) 

 ● 강북(노원역, 석계역, 동대문) ● 일산(대화역, 주엽역, 마두역, 백석역) 

 ● 잠실(잠실역) ● 인천(주안역, 선학역, 송내역) 

 ● 영등포(목동역, 영등포역) ● 안양(금정)

▶ 운행시간ㅣ홈페이지 상세시간표 참조

▶ 운행기간ㅣ학기 중

▶ 운행요금ㅣ1,800 ~ 3,000원

●  각 지역(인천, 부천, 일산, 안산 외)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해당 지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운송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 전철은 수원역 및 기흥역(분당선) 하차 → 시내버스 이용 또는 기흥역(백남준 아트센터) 에버라인 경전철 환승 → 용인대학교 진입로 

  (용인행정타운 앞) 하차→도보, 학교 셔틀버스, 택시 이용

● 용인대학교 진입로(용인행정타운 앞)와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 1㎞이므로 용인대학교 진입로(용인행정타운 앞)에 하차 시에는 도보, 학교   

 셔틀버스 및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 / 10 / 66 / 66-4
      용인대학교 진입로(용인행정타운 앞) 하차 

■ 820
     용인대학교 진입로(용인행정타운 앞) 하차  

■ 13-1 / 67-1 / 67 / 68 / 690 / 69 /    
     81-1 / 81 / 82-1 / 82 / 88 / 93
      용인대학교 진입로(용인행정타운 앞) 하차

▶ 경기 지역

▶ 서울 지역

■ 동부고속
   용인공용버스터미널 하차

■ 5001-1
   용인대학교 입구(경비실 앞) 하차

■ 5001 / 5003
   용인대학교 진입로 (용인행정타운 앞)

   하차

■ 5600
    용인대학교 진입로 

(용인행정타운 앞) 하차

강남 지하철역 6번출구 가변정류장

양재 지하철역 7번출구 중앙차로정류장

☎ 문의처 : 학교버스 운영사무실 031-8020-3916

학교버스 운행

대중교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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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2

11
생활관
Dormitory 12 종합운동장 

Track and Field

04
문화예술대학 
College of Arts & Culture

05
AI융합대학
Colle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07
중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08
종합체육관
Gymnasium

09
인성관(학생회관) 
Insung Hall
(Student Union)

14
다목적 야외체육시설
Multipurpose Sports Field 15

야외공연장
Open-air Theater 16

사회봉사센터 /
시니어서비스센터
Social Service Center / 
Senior Service Center

02
무도대학
College of  Martial Arts

03
체육과학대학 
College of Sports Sciences

보건복지과학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and Welfare

06

골프장
Golf Driving Range13

대학본부
Administrative Offices01

학생군사교육단
ROTC10

    캠퍼스 맵 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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