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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양여자대학교 소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여성리더 양성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봉사인
인간존중에 기초한 폭넓은 
교육을 통해 근면하고 정직
하며 겸손한 교양인 양성.

첨단 산업사회를 선도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 
양성.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사
회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실용인 양성.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
가 세계와 인류에 공헌
하는 봉사인 양성.

  가. 대학소개

“사랑의 실천”을 이념으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여성인재를 키우는 한양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는 여성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여성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1974년 설립되어, 국가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한 인성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해온 사립전문대학교 입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건학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바탕으로, 학문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여성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글로벌 
여성인재, 창조적이며 도전적인 융·복합형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당시 의상디자인과, 도자기
공예과, 식품가공과 등 3개학과로 시작한 한양여자대학교는 현재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의 총28개

학과가 있으며, 이 중 16개 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우리대학 특색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선정대학
  • 고등직업교육 평가인증원 실시, 고등직업교육품질 인증대학
  •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유치 · 관리 인증기관’
  •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대학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K-Move 해외취업연수기관 최우수(A등급)기관 선정
    - 일자리 창출 청년 해외진출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전문대학 최우수등급(A등급) 선정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9~2020 정부초청 외국인 전문학사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담관리 및 진로관리를 통하여 졸업 이후 까지 취업지원 관리

2.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인 원(명) 비 율(%) 인 원(명) 비 율(%)

모집인원

수시
1차 703 27.9 849 33.9

2차 890 35.3 1,142 45.5

정시 928 36.8 516 20.6

계 2,521 100% 2,507 100%

학생부 반영학기 변경 2학년 1학기, 2학기 전과목 2학년 1학기, 2학기 및 3학년 1학기 전과목

직업위탁과정 수료자
고교 분류 변경

인문계고교 학생이 「직업과정 1년」이상 이수(예정)자
는 전문계고 전형으로 지원

본인 출신 고등학교 전형(인문계고)으로 지원

면접실시 전형 확대
호텔관광과, 항공과 정원외(농어촌전형, 기회균형전형) 
면접 미실시

호텔관광과, 항공과 정원외(농어촌전형, 기회균형전형) 
면접 실시

2지망 지원제도 변경 모집학과별 2지망 지원가능 2지망 폐지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복수지원 가능 

1. 실기(면접)학과+실기(면접)학과 복수지원 안됨(X)  ex) 항공과+호텔관광과(X), 항공과+산업디자인과(X)
2. 실기(면접) 학과 + 그 외 학과 복수지원 가능(○)  ex) 항공과+외식산업과(○), 영상디자인과+패션디자인과(○)
3. 그 외 학과 + 그 외 학과 복수지원 가능(○)      ex) 컴퓨터정보과+실무영어과(○), 치위생과+패션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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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지  원  자  격  

일반전형 일반전형 실기(면접)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인문계고, 전문계고, 검정고시,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정원 내 
특별전형

인문계고
(일반고)

전체학과
(실기(면접)고사 

학과 제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

  • 인문계 고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 종합고등학교 인문과정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 전문과정 제외)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불가

전문계고
(특성화고)

전체학과
(실기(면접)고사 

학과 제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

  •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

  • 종합고등학교 전문과정 졸업(예정)자(종합고등학교 인문과정 제외)

    ※ 검정고시출신자 및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불가

연계고교
외식산업과, 

도예과
호텔관광과

 고교졸업 예정자로 본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졸업예정자로서 반드시 해당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 한 자에 한함.

대학자체기준
(학과자체기준)

[서류평가]
유아교육과

도예과
실무영어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외식산업과

[면접]
★호텔관광과

★항공과

[체육실기]
생활체육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모집학과의 

   해당 자격기준 중 1개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

  1. 유아교육과 :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 설립자로서 이후 경력 2년 이상 된 자

                 ②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이후 유아교육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 된 자

  2. 도예과 : 전국규모의 도자기경진대회(물레) 4위 이내 입상자

  3. 실무영어과 : 영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 점수 이상 되는 자.

                 ① TOEIC 600점 ② iBT TOEFL 68점 ③ TEPS 482점

  4. 실무일본어과 :  일본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 점수 이상 되는 자.

                     ①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② JPT 550점

  5. 실무중국어과: 아래 가, 나, 다 해당 자격기준 중 1개의 자격에 해당 되는 자.

                  가. 중국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 점수 이상 되는 자.

                      ① 신HSK 4급  ②BCT(BCT(B)_듣기, 읽기, 쓰기는 181점 이상 또는 BCT(B)L/R_듣기,   

                         읽기는 601점 이상)

                  나. 한자능력(해당자): 국가공인한자능력검정 자격 3급 이상인 자

                  다. 각 대학 주최 또는 기타 중국어 관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입상기준일자 : 고교입학 이후부터 입학원서 접수일 까지)

  6. 외식산업과 : ① 전국규모의 조리경연대회 혹은 식음료 관련 경연대회에서 1,2위 입상자  

                 ② 외식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      

  7. 호텔관광과 : 영어, 일어, 중국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이 되는 자

                 ① 영 어: TOEIC 500점  ② 일 어: JPT 600점, JLPT N2 ③ 중국어: 신HSK 4급

                 ④ 관광통역안내사 소지자(영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8. 항공과 : 영어, 일어, 중국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이 되는 자

                 ① 영 어: TOEIC 700점 ② 일 어: JPT 600점, JLPT N2 ③ 중국어:  신HSK 4급 

  9. 생활체육과 : 치어댄스, 에어로빅, 재즈댄스, 힙합댄스, kpop댄스, 댄스스포츠, 리듬체조,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요가댄스에 소질이 있는 자

정원 외 
특별전형

농•어촌

전체학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과, 제외)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읍․면)지역에서 Ⅰ유형 또는 Ⅱ유형 해당자.

   •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 Ⅱ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

 지원자격 제외대상자: 농•어촌 소재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아래 내용 

중 1개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차상위 계층자(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로서 이 중 한 개의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③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으로서 “차상위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 

※ ★ 대학자체기준 호텔관광과 및 항공과는 지원자격조건 통과 후 면접고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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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요소별 반영비율 (100%) 기타 세부기준
(학생부 비교과․면접․실기․

서류 반영내용 등)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교과 비교과

수시
1차

일반전형

실용음악과 40 60

 (실기내용)1. 대중음악 자유곡 1곡 2. 뮤지컬 자
유곡1곡(연기 및 댄스포함) 3. 피아노, 관현악 및 
그 외 악기 자유곡 1곡이내 연주, 4. 컴퓨터음악작
곡 자작곡1곡(연주 또는 노래) 악기 1가지 자유선
택.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40 60

 (면접내용) 1. 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2. 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3. 예절 및 태도
            4. 발전가능성
            5. 영어지문 읽기(비서인재과 제외)

대학자체
(학과기준)

호텔관광과, 항공과
(자격기준 통과자만 면접진행)

40 60

(면접내용)  1. 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2. 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3. 예절 및 태도
            4. 발전가능성
            5. 영어지문 읽기

유아교육과, 도예과, 실무영어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외식산업과

20 80
(서류평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 이상의 조
건 및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10p 참조)

인문계고, 전문계고, 농ㆍ어촌, 기회균형 전형 100
[전체 학생부 반영]
* 2학년 1학기,2학기 및 3학년 1학기 전 과목 중
 석차등급 과목만 적용

농ㆍ어촌, 기회균형 전형 (호텔관광과, 항공과) 40 60

(면접내용)  1. 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2. 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3. 예절 및 태도
            4. 발전가능성
            5. 영어지문 읽기

수시
2차

일반전형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문예창작과, 생활체육과

40 60

1. 미술실기: 발상과 표현 또는
            기초디자인 중 택1
2. 생활체육과:1) 수직뛰기  2) 좌전굴
              3)사이드스탭 4) 배근력
3. 문예창작과: 운문 또는 산문 중 택1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40 60
 (면접내용)  수시1차와 동일
 ※ 영어지문 읽기는 호텔관광과, 항공과
    만 해당됨

대학자체
(학과기준)

호텔관광과, 항공과
(자격기준 통과자만 면접진행)

40 60

(면접내용)  1. 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2. 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3. 예절 및 태도
            4. 발전가능성
            5. 영어지문 읽기

실무일본어과 20 80
(서류평가) 일본어능력(각 해당자) 
 ①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② JPT 550점, 이상의 점수 취득자.

생활체육과(댄스) 40 60
(실기내용) 치어댄스, 에어로빅, 재즈댄스, 힙합
댄스, kpop댄스, 댄스스포츠, 리듬체조, 현대
무용, 스트릿댄스, 요가댄스에 소질이 있는 자

인문계고, 전문계고 전형 100
[전체 학생부 반영]
* 2학년 1학기,2학기 및 3학년 1학기 전 과목 중
 석차등급 과목만 적용

  ‣ 학생부 반영 방법
     가. 교과목 반영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학년별(%)

반영교과
점수산출 요소별(%)

1학년 2학년 3학년
활용지표 교과 비교과 기타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수시1차
수시2차

 전체 전체 ○ ○ ○ 전 교과 석차등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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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생부 없는 자 교과 성적 반영방법

모집시기 모집단위 반영방법

수시1차, 수시2차 전체학과(전문계고,연계고교,농어촌 제외)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 등급 산출표에 의한 반영

 - 산출식 : 과목별 등급을 산출 후 합산함

4. 전형일정

구분 수시1차 수시2차 비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9. 9. 6(금) ~ 9. 27(금) 21:00  2019. 11. 6(수) ~ 11. 20(수) 21:00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진학사 (http://www.jinhakapply.com)

전형서류 제출기간

(해당자에 한함)

2019. 10. 4(금) 17:00

(도착분에 한함)

2019. 11. 21(목) 17:00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우:04763]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200

 (사근동) 한양여자대학교 입학관리팀앞

 ※ 미제출시 전형에서 제외함

실기(면접)고사

일자 선택(예정)

2019. 10. 4(금)

17:00 ~ 21:00

2019. 11. 21(목)

17:00 ~ 21:00

▸실기 및 면접고사 일정은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수시 실기(면접)고사 일자는 원서접수 

  종료 후 한양여자대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선택해야하며, 미 선택 시 

  자동 배정 됩니다.

(단, 생활체육과는 일괄배정 합니다.)

 ※ 선택일자는 입시진행상 변경 될 수 있음. 

▸선택 완료 후 타 대학과 일정이 중복

  등의 사유로 날짜 및 시간변경은 불가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고사

일반전형
실용음악과

2019. 10. 12(토) ~ 10. 13(일)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12.  1(일)

문예창작과

 2019. 11. 30(토) ~ 12.  1(일)

생활체육과

 2019. 11. 23(토)

대학자체기준 -
생활체육과

 2019. 11. 24(일)

면접

고사

일반전형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2019. 10. 12(토) ~ 10. 13(일)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2019. 11. 23(토) ~ 11. 24(일)

대학자체기준
호텔관광과, 항공과

2019. 10. 12(토) ~ 10. 13(일)

호텔관광과, 항공과

 2019. 11. 23(토) ~ 11. 24(일)

합격자 발표 2019. 10. 29(화) 14:00 2019. 12.  9(월) 14:00  본 대학 홈페이지 및 ARS(유료)

공통일정

‣ 수시1차 

‣ 수시2차

등록예치금고지서출력  2019. 12.  9(월) ~ 12. 13(금) 16:00  본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등록

(등록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2. 13(금) 16:00  신한은행 전국지점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9. 12. 14(토) ~ 12. 23(월) 18:00

 본 대학 홈페이지 

 신한은행 전국지점

잔여등록금 납부  2020.  2.   6(목) ~  2. 10(월) 16:00  신한은행 전국지점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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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시1차 및 수시2차 전형별 모집인원

수업

년한

계

열
학과

입학

정원

주간

·

야간

수시1차 수시2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일반

전형

특별전형
농어

촌

기회

균형

선발

일반

전형

특별전형

인문
계고

전문
계고

연계
고교

대학
자체
기준

인문
계고

전문
계고

대학
자체
기준

3년제

공학
컴퓨터정보과 120 주 40 7 2 2 40 7

스마트IT과 120 주 40 7 2 2 40 7

자연
과학

식품영양과 120 주 40 7 2 2 40 7

치위생과 70 주 17 2 17 2

보건행정과 70 주 33 6   2 18 4

외식산업과 80 주 17 6 13 4 2 1 18 6

인문
사회

유아교육과 67 주 22 2 5 22 2

사회복지보육과 사회복지전공 39 주 23 2 1 7 1

사회복지보육과 아동보육전공 90 주 33 3 2 1 33 3

예·체능 

도예과 70 주 18 4 8   4 1 1 18 4

니트패션디자인과 70 주 23 5 1 1 23 5

♣산업디자인과 70 주 1 1 56 

♣인테리어디자인과 70 주 1 1 56 

♣영상디자인과 76 주 2 1 64 

★실용음악과(가창:대중음악) 14 주 5 

★실용음악과(가창:뮤지컬) 23 주 5 

★실용음악과(피아노) 13  주 4 

★실용음악과(컴퓨터음악작곡) 14 주 5 

★실용음악과(기악:드럼/베이스/
  기타/관현악 및 그외악기)

14 주 5 

2년제

인문
사회 

♥호텔관광과 120 주 40  5 25 2 2 20 20 

♥항공과 80 주 30 5 1 1 30 3

실무영어과 120 주 42 4 6 2 2 42 4

경영과 116 주 33 12 2 2 33 12

♥비서인재과 80 주 34 2 1 34 

실무일본어과 120 주 7 6 20 2 1 29 11 20

실무중국어과 80 주 28 2 5 2 1 28 2

세무회계과 75 주 23 6 2 1 23 6

행정실무과 80 주 28 4 2 1 28 4

예·체능 

패션디자인과 70 주 24 4 1 1 24 4

■문예창작과 80 주 2 1 65 

섬유패션디자인과 105 주 35 6 2 2 35 6

♠생활체육과 80 주  2 1 55 10

♣시각미디어디자인과 105 주 2 2 85

합 계 2,521 128 526 95 26 74 43 34 465 518 97 53

※ 실용음악과는 학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모집하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통합 운영되며, 수시 기간 중 수시1차에만 모집합니다.

※ 일반전형 및 대학자체 실기 및 면접 고사: ♣ 미술실기 / ★ 음악실기 / ♥면접(호텔관광과, 항공과는 농어촌, 기회균형 면접 있음)

                                          / ■문예창작실기(운문/산문)/ ♠체육실기

◎ 일반전형 및 대학자체기준은 고교구분이 없으며, 고졸학력 검정고시합격자 및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 가능 함 .

   ▶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는 내신 최하등급(9등급)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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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시1차 및 수시2차 세부전형별 안내
■ 일반전형
     가.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실기(면접) 모집학과 지원자격

수시1차 실기 ‣ 실용음악과(3년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서 인문계, 전문계, 종합고등학교출신 모두 지원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

시합격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내신 9등급 적용)도 지원 가능.

수시1차

수시2차
면접

‣ 호텔관광과(2년제)

‣ 항공과(2년제)

‣ 비서인재과(2년제)

수시2차 실기

‣ 산업디자인과(3년제)

‣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 영상디자인과(3년제)

‣ 시각미디어디자인과(2년제)

‣ 문예창작과(2년제)

‣ 생활체육과(2년제)

     나. 실기(면접)고사 안내
       1) 수시1차 음악실기안내

학과
실기내용

지원사항 준비물
모집분야 실기종목 실기방법

실용
음악과

가창
대중음악 가창 자유곡1곡 3분이내

※ 피아노, 드럼, 앰프,
  반주용 플레이어는
 고사장에 비치됨

모집요강
19p참조

뮤지컬 가창 자유곡1곡 5분이내(연기 및 댄스포함)

연주
피아노 피아노 - 모집분야와 실기종목은 동일하게 선택

- 자유곡 1곡 3분 이내  연주기악
드럼/베이스/기타/
관현악및그외악기

컴퓨터음악작곡 연  주
- 자작곡1곡 5분이내 연주 또는 노래
- 악기는 1가지 자유선택

 ★ 1개 모집분야만 선택할 것

※ 실용음악과는 학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모집하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통합 운영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술실기 안내

학과 및 모집시기 종목 구분 내용 주제어 준비물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수시2차)

발상과
표현

출제
형식

구상과 추상을 포함한 주제문 출제.
※ 사진 배포하지 않음 빨대, 병따개, 껌, 전구

주사위, 통조림

모집요강
19p참조

표현
방식

제시된 주제어를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
시오.

기초
디자인

출제
형식

제시된 사물이미지들을 소재로 한 주제문을 
출제 함.
※ 사진 배포 함. 빨대, 병따개, 껌, 전구

주사위, 통조림
표현
방식

제시된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구
성하고 표현하시오.

 - 시험종목 : ①발상과표현  ② 기초디자인 중 택일,  제한시간 : 4시간 
 - 용    지 : 4절 켄트지 (가로방향, 세로방향 모두 가능)
 ※ 지원인원에 따라 오전, 오후 또는 익일로 시험을 나누어 볼 경우 주제어를 달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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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접 및 실기 안내

     다. 전형방법
1) 성적반영 비율

전형구분 실기(면접) 모집학과
성적반영 비율

학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평가요소 계

일반전형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40% 60% 100%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40% 60% 100%
실용음악과, 문예창작과

생활체육과

    2) 고교 구분(인문계, 전문계) 없이 동일자격으로 전형함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점수를 본 대학에서 정한 "고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과목별 취득
       점수에 따른 환산등급 산출표[16p]" 에 의해 환산된 내신 성적을 반영함
    4)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등 내신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내신성적은 최하위(9)등급
       을 부여 함.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안내[모집요강20p확인]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 특별전형
  [1] 인문계고 및 전문계고 지원자
     가.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모집학과 실기

(면접) 지원자격
3년제 2년제

수시1차

수시2차

‣컴퓨터정보과

‣스마트IT과

‣식품영양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외식산업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보육과

 - 사회복지전공

 - 아동보육전공

‣도예과

‣니트패션디자인과

‣실무영어과

‣경영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세무회계과

‣행정실무과

‣패션디자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없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문계고등학교(일반고)]

 ▪ 인문계 고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 종합고등학교 인문과정 졸업(예정)자

    (단, 종합고등학교 전문과정 제외)

[전문계고등학교(특성화고)]

 ▪ 전문계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교, 예·체능고등학교

 ▪ 종합고등학교 전문과정 졸업(예정)자

※ 특별전형(인문계고, 전문계고)은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불가  

학과 및 모집시기 면접 내용 학과 및 모집 실기 내용 준비물

호텔관광과
항공과

(수시1,2차)

ㆍ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ㆍ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ㆍ예절 및 태도
ㆍ발전가능성
ㆍ영어지문 읽기

문예창작과
(수시2차)

ㆍ종목: 작문(운문, 산문)중 택일
ㆍ실기주제: 고사 당일 제시함
ㆍ답안용지규격 : B4(복사용지)
ㆍ실기시간 : 120분

모집요강
19p 참조

비서인재과
(수시1,2차)

ㆍ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ㆍ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ㆍ예절 및 태도
ㆍ발전가능성

생활체육과
(수시2차)

ㆍ실기종목
  ① 수직뛰기    ② 좌전굴
  ③ 사이드스텝  ④ 배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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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형방법
       1) 성적반영 비율

특별전형 모집학과
성적반영 비율

학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평가요소 계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모집학과 참조 100% 100%

       2)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점수를 본 대학에서 정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과목별 취득점수
        에 따른 환산등급 산출표[16p]" 에 의해 환산된 내신 성적을 반영함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 비고

[공통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해당자

제출 제외대상자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출대상자
①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그 이전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인문계고 지원자만 해당]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 제외대상자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출 대상자
①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② 2015년도 이전 및 2019년도 2회차 합격자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2] 연계고교 지원자(전문계고교 연계교육 협약 고등학교 추천자)
     가.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모집학과 실기(면접) 지원자격

수시1차

‣도예과

‣호텔관광과

‣외식산업과

없음

2020년도 고교졸업 예정자로 본 대학과 교육과정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

장 추천을 받은 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반드시 해당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 한 자에 한함.

     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연계 고등학교 모집인원 비고

도예과
한국도예고등학교 5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이천제일고등학교 3

호텔관광과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1

대일관광고등학교 4

외식산업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5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5

서울관광고등학교 3

계 26

     다. 전형방법
       1) 연계 협약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100% 선발함
       2) 지원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전형에서 제외함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 비고

‣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해당자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성적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2020학년도 수시1,2차모집요강 - 10 -

  [3] 대학자체기준 지원자(지원학과 자격기준)
     가.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모집학과 지원자격

수시1차
수시2차

‣ 호텔관광과(2년제)
‣ 항공과(2년제)
‣ 실무일본어과(2년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인문계, 전문계, 종합고등학교출신 모두 지원 가능하며, 산업체부설고교, 예‧체능고등학교, 고
졸학력 검정고시합격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내신 9등급 적용)도 지원 가능.수시1차

‣ 외식산업과(3년제)
‣ 유아교육과(3년제)
‣ 도예과(3년제)
‣ 실무영어과(2년제)
‣ 실무중국어과(2년제)

수시2차 ‣ 생활체육과(2년제)

     나. 모집인원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경력자의 경력산정 기간 : 경력 시작일부터 ~ 입학원서 접수일까지

구분 학제 학과 모집인원 자      격      기      준 제 출 서 류

대
학
자
체
기
준
⌢
자
격
기
준
⌣

3
년
제

외식산업과 4
① 전국규모의 조리경연대회 혹은 식음료 관련 경연대회에서 1,2위 

   입상자  

② 외식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

· 입상등위가 기록되어있는 입상증명서
  각 1부  [양식1: 모집요강 21p]

유  아
교육과

5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 설립자로서 이후 경력
   2년 이상 된 자 

· 운영(설립)사실 확인서(인가증) 1부
  (발급기관 원본대조필)
· 경력증명서 1부.  (교육청 또는 구청 발행)

②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이후 유아교육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 된 자
· 경력증명서 1부(교육청 또는 구청 발행)
· 졸업증명서 1부

도 예 과 4 전국규모의 도자기경진대회 4위 이내 입상자
· 입상등위가 기록되어있는 입상증명서
  각 1부  [양식1: 모집요강 21p]

2
년
제

호텔관광과

수시1차
[ 25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아래 1개의 자격이 되는 자
 ① 영  어 : TOEIC 500점  ② 일  어 :  JPT 600점 또는 JLPT N2
 ③ 중국어 :  신HSK 4급
 ④ 관광통역안내사 소지자
    - 영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 소지자

· 성적표(원본) 1부 또는 증명서 사본 1부
  (발급기관 원본대조필) 
[취득점수 기준일자 : 2018년 1월1일 응시 
일부터] 입학원서 접수일 까지

수시2차
[ 20 ]

항공과

수시1차
[ 5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아래 1개의 자격이 되는 자
  ① 영  어 : TOEIC 700점 ② 일  어 :  JPT 600점 또는 JLPT N2
  ③ 중국어 : 신HSK 4급

수시2차
[ 3 ]

실무
영어과

6
영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 점수 이상 되는 자. 

  ① TOEIC 600점 ② iBT TOEFL 68점 ③ TEPS 482점 

실무
일본어과

수시1차
[ 20 ] 일본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 점수 이상 되는 자.

 ①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② JPT 550점수시2차
[ 20 ]

실무
중국어과

5

아래 1, 2, 3 해당 자격기준 중 1개의 자격에 해당 되는 자.
1. 중국어 자격 중 아래 1개의 자격 점수 이상 되는 자.
  ① 신HSK 4급  ② BCT(B)_듣기, 읽기, 쓰기는 181점 이상 또는 
   BCT(B)L/R_듣기,읽기는 601점 이상)

2. 한자능력(해당자)
   - 국가공인한자능력검정 자격 3급 이상인 자
 (시행처: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한국생활한자문화회,한국어문회,
   한국외국어평가원,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자교육진흥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3. 각 대학 주최 또는 기타 중국어 관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입상기준일자 : 고교입학 이후부터 입학원서 접수일까지)

· 입상등위가 기록되어있는 입상증명서
  각 1부  [양식1: 모집요강 21p]

생활체육과
수시2차

10

치어댄스, 에어로빅, 재즈댄스, 힙합댄스, kpop댄스, 
댄스스포츠, 리듬체조,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요가댄스에 소
질이 있는 자

서류 제출시 
유 의 사 항

 ◈ 수상내역인정여부: 대회권위여부 및 수상내역의 인정여부는 대학자체기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각종대회 입상증명서는 반드시 등위(1위, 2위, 3위)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등위가 미 기재되어 
    있거나, 대회 상명(대상, 금상, 장려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시 인정하지 않음 
 ◈ 상장 또는 상장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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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전형별 모집학과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학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평가요소 계

대학자체기준

호텔관광과, 항공과 40% 60% 100%

유아교육과, 도예과, 실무영어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외식산업과

20% 80% 100%

생활체육과 40% 60% 100%

     라. 실기(면접)고사 안내

모집 모집학과 종목 실기(면접)내용 준비물

수시1차
수시2차

호텔관광과,
항공과

면접
ㆍ전공적성 및 의사표현력 ㆍ학업성취의욕과 직업관
ㆍ예절 및 태도           ㆍ발전가능성            ㆍ영어지문 읽기

모집요강
19p 참조

수시2차 생활체육과 댄스
치어댄스, 에어로빅, 재즈댄스, 힙합댄스, kpop댄스,
댄스스포츠, 리듬체조, 현대무용, 스트릿댄스, 요가댄스 중 택일 
(작품발표 2분 내외)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 비고

‣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해당자

제출 제외대상자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제출대상자
①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그 이전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출 제외대상자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출 대상자
①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② 2015년도 이전 및 2019년도 2회차 합격자

‣ 외국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정원외 전형
  [1] 농•어촌 출신자
     가. 지원방법 및 자격

 모집학과 성적반영비율 비  고

수시1차 모집학과6p 참조(호텔관광과, 항공과 재외) 학생부(2학년 1학기, 2학기/3학년 1학기) 성적 100%

호텔관광과, 항공과 학생부 40% + 면접고사 60%

     나. 지원자격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읍․면)지역에서 Ⅰ유형 또는 Ⅱ유형 해당자
         ※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구분 지원자격

Ⅰ유형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 학생과 그의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고교 졸업자는 

졸업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 읍･면 또는 농어촌 지역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

Ⅱ유형

농어촌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일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거주 및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

격이 취소됩니다.]

      2)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읍•면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의 입학 또는 전학한 자는 지원 불가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 이었던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 동지역을 읍•면 지역
            으로 적용 
       3)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동일 읍•면 아니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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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지원자 공통
(Ⅰ&Ⅱ유형)

◾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제외 대상자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출 대상자

①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그 이전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
   교 출신자
※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 농어촌 출신자전형 추천서 1부 [양식2: 모집요강 22p]

Ⅰ유형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서류 발급일자]
▶ 수시1차
   2019년 9월6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부•모기준 발급) 본인과 부•모 모두 등재된 증명서 제출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전적주소 포함) 주민등록 초본은 중학교 입학일 부터 졸
업일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에 거주한 사실이 표시된 증명서 
제출◾ 부•모 주민등록초본 각1부 (전적주소 포함)

Ⅱ유형
◾ 초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전적주소 포함)

Ⅰ유형
추가제출서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기준 발급)
   - 친권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친권자 기준 발급)

◾ 기본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기준 발급)
◾ 제적등본 1부 - 사망한 부 또는 모 기준으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자격기준

◼ 이혼
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전 까지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농•어촌(읍•면)지역이어야 
하며, 이혼 후에는 친권자의 주소지를 자격 기준으로 함

◼ 사망
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전 까지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농•어촌(읍•면)지역이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지원자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 중 1인의 주소지를 자격 기준으로 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전학을 했을 경우 전학하기 전 중ㆍ고등학교와 현재 중ㆍ고등학교의 “농어촌 출신자전형 추천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부•모가 실종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지원자격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기타 특이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원(호적등본) 및 양육권 판결문 등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류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등록자는 2020년 2월 25일(화)까지 주민등록초본을 본인명의로 발급(2020년 2월 18일 이후 발급) 받아 입학관리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2] 기회균형 선발
     가. 지원방법 및 자격

 모집학과 성적반영비율 지원자격

수시1차 모집학과 
6p 참조

학생부(2학년 1학기, 2학기/3학년 
1학기) 성적 100%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요건 1), 2), 3)중 1개의 자격에 해당하
는 자
※ 지원자의 서류미비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전형에서 제외.

호텔관광과, 항공과 학생부 40% + 면접고사 60%

     나. 지원자격 요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2) 차상위 계층자로서 아래 내용 중 한 개의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으로서 “차상위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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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
제출제외 대상자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
공 동의자

제출대상자
①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그 이전졸업자
②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원본 대조필 또는 학교장 직인 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 기준 발급) 

▶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만 제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제출제외 대상자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출 대상자
①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② 2015년도 이전 및 2019년도 2회차 합격자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제출서류 발급일자]
▶ 수시1차 ◀

  2019년 9월 6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하며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서류가 7일 이후 일 경우

기회균형전형에서
제외 됩니다.

차상위복지

급여수급자

(택1)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차상위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7. 성적반영방법

  [1] 성적반영 비율                               ※ 학생부는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전과목 반영(석차등급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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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모집학과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학생부 실기고사 면접고사 평가요소 계

일반전형

문예창작과, 실용음악과, 생활체육과
40% 60% 100%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40% 60% 100%

특별전형
(정원 내)

인문계고
전문계고

전체학과(실기(면접)과 제외) 100% 100%

연계고교 외식산업과, 도예과,  호텔관광과, 100% 100%

대학자체기준

외신산업과, 유아교육과, 실무영어과, 
도예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20% 80% 100%

호텔관광과, 항공과 40% 60% 100%

생활체육과(댄스) 40% 60% 100%

특별전형
(정원 외)

농,어촌

전체학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과 제외)

100% 100%

호텔관광과, 항공과 40% 60% 100%

기회균형선발

전체학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전공, 실용음악과 제외)

100% 100%

호텔관광과, 항공과 40% 60% 100%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2008년도 2월 졸업자 ~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

     1998년 2월 졸업자 ~
     2007년 2월 졸업자

1997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등급 적용
과목별 석차 백분율을
활용한 석차등급 적용

학기별 계열석차 백분율을 
활용한 석차등급 적용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를
등급으로 산출하여 적용   

※ 석차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식

구분 전형
총점

실질반영점수 반    영
교과목수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점수산출
방식최고 최저 1학년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 교과 출결 특별 봉사 기타

일반전형

문예창작과, 실용음악과, 
생활체육과

1,000 400 152 전과목 - 100 100 - - - -

석차
등급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특별전형 전체학과 (실기(면접)학과 제외) 400 400 152 전과목 - 100 100 - - - -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외식산업과, 유아교육과, 
실무영어과, 도예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1,000 200 76 전과목 - 100 100 - - - -

호텔관광과, 항공과 1,000 400 152 전과목 - 100 100 - - - -

정원 외
(농어촌,

기회균형선발)

해당학과(6p참조) 400 400 152 전과목 - 100 100 - - - -

호텔관광과, 항공과 1,000 400 152 전과목 - 100 100 - - - -

① 고교 학생부성적 중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1학년 성적을 100% 반영한다.
   (단, 해당 학년에 한 개 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는 한 개 학기 성적만을 100% 반영 한다)
② 외국고교출신자 및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등 학생부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내신 성적을 최하위(9)
   등급으로 부여 한다
③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른 환산등급 산출표[16p]"에 의해 환산된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1)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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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모집학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일반전형
(정원내)

문예창작과, 실용음악과, 
생활체육과

실기성적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실기성적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면접성적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특별
전형

(정원내)

인문계고
전문계고

모집학과 참조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등급

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1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연계고교 외식산업과, 도예과, 호텔관광과  * 별도의 사정기준에 의한다.

대학자체
기준

외식산업과, 유아교육과, 실무영어과, 
도예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평가요소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호텔관광과, 항공과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면접성적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생활체육과(댄스) 실기성적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특별
전형

(정원외)

-농어촌
-기회균형

모집학과 참조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1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호텔관광과, 항공과
반영학기 

등급상위자
면접성적

2학년
등급상위자

2학년 2학기 
등급상위자

2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3학년 1학기
등급상위자

※ 이하 동점자 처리는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라. 교과성적에 의한 계열석차의 등급별 성적반영 기준표 (고졸학력검정고시출신자 포함) 

세부구간 환산등급
점  수

600점 만점 500점 만점 400점 만점 300점 만점 200점 만점
1 1.000 ~ 1.259 600 500 400 300 200
2 1.260 ~ 1.509 588 490 392 294 196
3 1.510 ~ 1.759 576 480 384 288 192
4 1.760 ~ 2.009 564 470 376 282 188
5 2.010 ~ 2.259 552 460 368 276 184
6 2.260 ~ 2.509 540 450 360 270 180
7 2.510 ~ 2.759 528 440 352 264 176
8 2.760 ~ 3.009 516 430 344 258 172
9 3.010 ~ 3.259 504 420 336 252 168
10 3.260 ~ 3.509 492 410 328 246 164
11 3.510 ~ 3.759 480 400 320 240 160
12 3.760 ~ 4.009 468 390 312 234 156
13 4.010 ~ 4.259 456 380 304 228 152
14 4.260 ~ 4.509 444 370 296 222 148
15 4.510 ~ 4.759 432 360 288 216 144
16 4.760 ~ 5.009 420 350 280 210 140
17 5.010 ~ 5.259 408 340 272 204 136
18 5.260 ~ 5.509 396 330 264 198 132
19 5.510 ~ 5.759 384 320 256 192 128
20 5.760 ~ 6.009 372 310 248 186 124
21 6.010 ~ 6.259 360 300 240 180 120
22 6.260 ~ 6.509 348 290 232 174 116
23 6.510 ~ 6.759 336 280 224 168 112
24 6.760 ~ 7.009 324 270 216 162 108
25 7.010 ~ 7.259 312 260 208 156 104
26 7.260 ~ 7.509 300 250 200 150 100
27 7.510 ~ 7.759 288 240 192 144 96
28 7.760 ~ 8.009 276 230 184 138 92
29 8.010 ~ 8.259 264 220 176 132 88
30 8.260 ~ 8.509 252 210 168 126 84
31 8.510 ~ 8.759 240 200 160 120 80
32 8.760 ~ 9.000 228 190 152 114 76

 

     마.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과목별 이수단위 및 취득점수에 따른 환산등급 산출표

       1) 검정고시 과목별 이수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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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명 이수단위

필수과목
국어, 영어, 수학 6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필수과목 4

기타과목 선택과목 2

       2)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별 등급 산출표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 등급

등  급 과목별 취득점수

1 100

2 99     ~     98

3 97     ~     96

4 95     ~     94

5 93     ~     92

6 91     ~     90

7 89     ~     80

8 79     ~     70

9 69     ~      0

  

  * 위 표와 같이 과목별 등급을 산출한 후 합산하여 등급을 최종 산정함. 단, 검정고시 특이자의 경우 본 대학 사정기준에 의함

  

[2] 사정원칙

‣ 전형별, 학과별 총점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 미달학과 발생시 타 전형(일반, 특별, 대학자체기준)지원자로 선발한다. 
‣ 서류 미비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및 제출서류가 위·변조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점수를 본 대학에서 정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른 환산
  등급 산출표" 에 의해 환산된 내신 성적으로 반영한다.
‣ 외국고교출신자 및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등 국내 학생부 산출이 불가능한 지원자는 내신 성적을 최하위(9)등급
  으로 부여 한다.
‣ 사정방법 등 본 대학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8. 합격자발표 및 충원안내
  [1] 합격자발표 및 예치금납부안내

구 분 합격자발표 합격통지서 및 
등록예치금고지서 출력 등록기간(예치금 납부) 납부은행

수시1차 2019. 10. 29(화) 14:00예정
2019.12. 9.(월) ~ 12.13(금)  

(본 대학 홈페이지)

2019. 12. 11(수) ~ 12.13(금) 
16:00까지

(등록예치금액: 300,000원)

신한은행
전국지점

수시2차 2019. 12.  9(월) 14:00예정

     가.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홈페이지(http://www.hywoman.ac.kr) 및 자동안내(ARS(유료))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등록(예치금) 납부기간은 2019년 12월 11일(수)~ 12월 13일(금)까지이며 기간 내에 등록(등록예치금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개별통지 없음)

     다.  예치금 납부 후 반드시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등록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조회방법 : 홈페이지->입학안내->등록금 납부확인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수시등록 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충원 합격자 발표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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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대상 및 기간 충원합격자 발표 및 진행 방법

수시1,2차 지원자 중
충원합격자

2019. 12. 14(토)
 ~ 

2019. 12. 23(월) 16:00

 1. 수시1,2차 합격자 중 미등록자 및 환불자로 인한 결원 발생시 차 순위자 성적순에 따라
    개인별로 충원합격자를 전화통보 합니다.
 2.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본인, 추가)로 충원합격을 통보하고 전화통보 후 등록기간
    까지 등록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다음 차순위자로 충원합니다.
 3. 충원합격 기간중에는 개별 통보하므로,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원서접수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최초 충원합격 통보 시간으로부터, 입학원서에 기재된 모든 전화번호로 3시간 이상
    (전화 및 문자메세지 5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에게 충원합격 통보하며, 충원합격 통보 시 우편, 전보 등 기타 
    연락수단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 충원합격자가 연락두절 등으로 충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통화내용은 녹취되어 분쟁발생시 사실확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수시(1,2차) 모집에서 학과별 미 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모집함.

  [3] 잔여등록금 납부 금액 및 기간
     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예치금(300,000원)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은 총 등록금이 확정된 뒤 잔여등록금 납부 기간에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되며, 미납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잔여등록금 출력 및 납부기간

잔여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납부은행

2020. 2.  4(화) ~ 2020. 2. 10(월)
(본 대학 홈페이지) 2020. 2.  6(목) ~ 2020. 2. 10(월) 16:00까지 신한은행 전국지점

  [4] 합격자발표 ARS전화번호 안내

업   체 전화번호
㈜메티스소프트 060-700-2151(유료)

㈜민스넷 060-705-3120(유료)

9.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1] 원서접수 유의사항

지 원 횟 수 • 수시모집 시 타 대학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4년제 대학의 수시 6회 제한과 상관없음)

인 터 넷

원 서 접 수

유 의 사 항

• 인터넷 접수 사이트 회원가입시 약관 및 안내문을 빠짐없이 숙지하고 작성 바랍니다
•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자결제가 정상완료 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으니 전형료 결제 전 작성된 원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연락 가능한 여러 개의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가족 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본인 및 보호자 자택, 직장, 휴대전화 등 4개 이상(충원
     합격 전화 긴급 연락용)하여야 하며, 전형료 환불계좌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기재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성명(한자포함) 및 주민등록번호는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내용으로 정확히 기입 합니다.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
•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지원자는 제출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인터넷에서 확인하여 서류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 원서접수를 인터넷접수사이트별 각각 2번 접수 하는 경우는 이중지원으로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개의 인터넷접수사이트에서 복수 접수하여야 합니다)

대 학 입 학

복 수 지 원 금 지

및

이 중 등 록 금 지

• 수시모집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 및 
  학생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시 지원 취소
  또는 합격이 무효 됩니다.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 한 자
  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수시모집합격자는 1개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함)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 됩니다.

복수지원자 및 
이 중 등 록 자 에 
대 한 조 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
  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복수지원 및 이
중 등 록 
적용제외 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
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
통신대학, 한국농업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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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 유의사항
‣ 본 대학 수시1차 및 수시2차 모집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수시1차/수시2차)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원서 접수 시에 지원자가 입력한 모든 항목에 대한 기재 착오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

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전형서류 제출 기간 내 전형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

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실기(면접)고사 원서접수 종료 후, 본 대학 홈페이지에 실기(면접)고사 선택 일자를 게시 하며, 본인이 직접 실기(면접)고사 

일자를 선택해야 하며, 미 선택 시 자동 배정 됩니다.(단, 생활체육과는 일괄배정)
   ※ 일자 및 시간대별 인원제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남아있는 시간대만 선택 가능)
‣ 실기(면접)고사 일정 선택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험생 개인별 실기(면접)고사 일정(날짜 및 시간)은 타 대학과의 중복 등 어

떠한 사유로든 일체 변경 불가합니다
   ※ 실기(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 및 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실기(면접)고사시 채점위원이  실기(면

접)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F(부적합)”등급을 적용한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시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가장 빨리 연락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확히 입력합니다.(24시간 연락가능 하여야 하며, 전화 불

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의 연락이 가능한 주소 기재,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입력바랍니다.
‣ 합격 여부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합격 여부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자는 전형기간 중 유선(전화)으로 통보하며, 유선 통보 후 정한 일시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추가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고 다음 차순위로 충원합니다.(3시간 이상 전화 및 문자메세지 5회 이상 전화기 꺼짐,  
   결번, 전화 안받음으로 합격통보가 불가능한 자는 연락불가로 인한 합격통보 불가능자로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하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우리대학은 개인의 신체나 신념, 인종, 장애 등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시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 접수 전 입학팀에 상담을 하시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입학상담실에 의뢰하시면 시험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상담실
   (☎02-2290-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

는 입학한 후 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합니다.

  [3] 수시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전형구분
금   액

학      과
전형료 실기고사료 면접고사료 계

일반전형

35,000 25,000 60,000  실용음악과 

35,000 15,000 50,000  호텔관광과, 항공과, 비서인재과

35,000 10,000 45,000  문예창작과, 생활체육과, 산업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특별전형
(인문계고,전문계고)

35,000 35,000  모집학과 참조(6p)

특별전형
(대학자체기준)

35,000 35,000 유아교육과, 실무영어과, 도예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외식산업과

35,000 15,000 50,000 호텔관광과, 항공과

35,000 10,000 45,000  생활체육과

특별전형
(정원 외)

35,000 35,000  모집학과 참조(6p)

35,000 15,000 50,000 호텔관광과, 항공과

  ※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기(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서접수료를 제외한 실기(면접)고사료를 환불함.(인터

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전형료 잔액 발생 시 환불안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수입대비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를 납부한 수험생에게 납부한 전형료(인터넷수수료 
및 원서접수료 제외)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단, 은행 송금 수수료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반환 대상
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환불계좌를 잘못 기재(입력)하여 전형료를 받지 못한 경우 재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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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료의 면제•감면 및 서류제출

대상 제출서류 면제•감면금액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1. 보훈자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훈자 기준)

전형료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30,000원 만 지급.

※ 실기(면접)고사료는 면제•감면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자

수급자 증명서외 해당 자격 증명서 1부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류발급일은 수시1•2차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으로 함. 
※ 면제•감면 대상자가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수시1•2차 서류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감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실기(면접)고사 당일 준비물
구분 전형구분 대상학과 고사당일 준비물

실기(면접)고사 대상자 공통 준비물

► 수험표 (원서접수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
► 신분증 (아래 신분증 종류 중 택일) 
 1. 주민등록증
 2. 고등학교 학생증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만 인정)
 3.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이내)
 4. 여권 (유효기간 이내)
 5. 청소년증
 6.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7.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재학증명서
    (학교장 직인이 날인, 사진 및 생년월일 기재되어야 함)
 8. 국가기술자격증 (원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위 종류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임시발급증으로 대체 가능  
 1. 청소년임시발급증 (18세 이하)
 2. 주민등록임시발급증 (18세 이상)

실기

고사

일반전형

● 산업디자인과

● 인테리어디자인과

● 시각미디어디자인과

● 영상디자인과

► 사용재료 : 습식, 건식, 혼식 사용가능

   (수채화, 포스터칼라, 연필, 색연필, 파스텔, 마카 등)

   단, 입체적인 형태를 부착하는 것은 불가함.

일반전형 ● 생활체육과 ► 체육복 및 운동화 (스파이크 착용 불가)

대학자체기준 ● 생활체육과[댄스]
► 음악CD, 음악MP3(USB저장) 가능

   의상 및 슈즈(운동화 또는 맨발도 가능)

   일반전형 ● 실용음악과

► 본인이 사용할 악기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악기는 본인지참)
► 가창 및 연주악보 (자작곡 포함) 3부.
   (실기고사 당일 제출)
► MR CD(오디오기기에서 재생가능한 것), MP3(USB저장) 가능
► 반주자 필요시 1인 동반가능

일반전형 ● 문예창작과

► 답안작성용 필기도구 지참
   -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플러스펜
※ 연필(샤프펜슬 포함)은 사용불가
※ 실기고사시 연습용 용지 별도 제공

면접

고사

일반전형
대학자체기준

농어촌/기회균형선발

● 호텔관광과

● 항공과 ► 공통 준비물(복장: 학생 신분에 적합한 단정한 복장)

일반전형 ● 비서인재과
※ 실기(면접)고사 장소 및 시간은 본인이 직접 선택한 실기(면접)일자 및 시간에 응시하여야 함

  (생활체육과는 우리대학에서 지정한 장소 및 고사시간에 응시하여야 함)

※ 실기(면접)고사 일정은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기(면접)고사 일정이 타 대학과 중복될 경우 날짜 및 시간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기(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원서접수료를 제외한 실기(면접)고사료에 한

  하여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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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출서류 안내 및 양식(해당자)

구분
대상 및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 함.

일반

전형

특별전형 농
어
촌,

기회

균형
비고인문

계고

전문

계고

연계

고교

대학

자체

기본 공통
서류 제출

1. 학교생활기록부1부.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비대상교, 

 2014년 2월 졸업자 및 이전 졸업자 원본제출

 ※ 학교장 직인(빨강색)이 있어야 함.

○ ○ ○ ○ ○ ○ ○

 •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서류제출 
    없음.
 

[검정고시 합격자]
 1.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2015년도 이전
    및 2019년도 2회차 합격자 서류제출

○ ○ ○ ○
 • 2015년도 1회차 ~ 2019년 1회차 합격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 서류제출 없음.

[외국고등학교졸업자]
 1. 외국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2. 졸업증명서 각1부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 ○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 재외공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대학자체
해당자

수상실적증명서1부.(해당자) ○  본 대학 (양식1) 모집요강 21p

자격기준에 의한 각 제출서류 1부. ○

◎
농
•
어
촌
지
원
자

공통 ◾농어촌 출신자전형 추천서 1부 ○  본 대학 (양식 2) 모집요강 22p

Ⅰ유형

◾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 1부 ○  본인과 부•모 모두 등재된 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발급) ○  본인과 부•모 모두 등재된 증명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지원자기준)
  (전적주소 포함) ○

 ※ 주민등록초본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졸업예정자는 원서
접수 개시일)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
촌(읍,면)에 거주한 사실이 표시된 증명서 
제출

◾부•모 주민등록초본 각1부 (전적주소 포함) ○

부
•
모
추
가
제
출
서
류

이
혼

◾ 기본증명서 1부(지원자기준)
  - 친권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기타 특이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원(호
적등본) 및 양육권 판결문 등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류 첨부하여 제출◾혼인관계증명서 1부(친권자기준) ○

사
망

◾기본증명서 1부(지원자기준) ○

 
 ☞ 말소자 초본은 수험생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 또는 모 사망시 제출 

◾제적등본 1부(사망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말소자 초본 1부(사망자 기준), 해당자 ○

Ⅱ유형
◾초ㆍ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전적주소 포함) ○

기
회
균
형
지
원
자

기회균형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기준 발급) ○  본인과 부•모 모두 등재된 증명서 제출

※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만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발급일자]
 2019년 9월 6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하며
 원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서류가 7일 이후일 경우

기회균형전형에서 제외 됩니다.

차상 위

복지급여

수급자

(택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농•어촌지원자는 원서접수 시작일 2019년 9월 6일 이후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미제출시 농•어촌전형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2020학년도 수시1,2차모집요강 - 21 -

[양식1]

※ 대학자체기준 입상증명 해당자만 제출 수험번호

수 상 실 적 증 명 서

수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졸업(예정)일 및 
출신 고교명

      년     월     일                       졸업(예정)

생년월일

대회 명칭

대회개최일

개최기관명

후원기관명

총개최 횟수 최초 개최년도

대회규모

□국제         □전국         □시,도         □군,구         □기타

전체 참가인원 명
수상자 본인의 

응시분야 참가인원
명

  전체 입상구분 및 인원

※ (  )안에는 등위에 해당되는 수상의 

  명칭을 기록

   예)  1등상(대상)   2등상(금상)

 1등상 (            ) 명

 2등상 (            ) 명

 3등상 (            ) 명

 4등상 (            ) 명

 5등상 (            ) 명

전체수상인원 명

수상자 

수상실적

대회 응시분야

수상구분 및 등위
   (      )위

※ 등위는 최상위를 1위로 했을 때 해당등위를 말함.
   예) 대상(1위), 금상(2위), 은상(3위), 우수상(4위)

개최기관

주소

(       -       ) 담당자

연락처

                     상기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대회개최기관장 :                                [직인]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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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

2020학년도 정원외 농•어촌 전형 추천서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지원학과 수험번호

지원자 자격 선택( √ )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지에서 Ⅰ유형 또는 Ⅱ유형 해당자 

Ⅰ유형 (    )
• Ⅰ유형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Ⅱ유형 (     ) • Ⅱ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

출신고교 졸업 및 재학 소재지 확인

구분 학교명
기간(년 월 

일)
학교주소(정확한 주소기재)

학
년

상태

고등학교

(유형Ⅰ,Ⅱ)

              도(시)        군       읍(면) □졸업

□졸업예정

             도(시)        군       읍(면) □전학

□입학

              도(시)        군       읍(면) □전학

□입학

중학교

(유형Ⅰ,Ⅱ)

             도(시)        군       읍(면) □졸업

□입학

              도(시)        군       읍(면) □전학

□입학

초등학교

(유형Ⅱ)

              도(시)        군       읍(면) □졸업

□입학

              도(시)        군       읍(면) □전학

□입학

추천서 발급처 전화번호
(고교 연락처)

발급자 성명
(담임교사)

   위의 학생은 한양여자대학교의 농•어촌출신자전형 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출신고교 소재지

에 대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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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포기 및 등록금(예치금)환불안내

  [1] 등록포기 및 등록금(예치금) 환불 및 신청기간

     가. 등록포기 안내

        타 대학 합격 또는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포기 할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여 기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시면 본 대학 입학이 취소되며 절대로 번복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구분 등록포기 및 환불기간 환불내용 비고

수시1,2차 2019. 12.  14(토) ~ 2019. 12. 23(월) 16:00까지 예치금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수시1,2차 / 정시 2020.  2. 11(화) ~ 2020. 2. 29(토) 12:00까지 예치금 / 등록금

     나. 반환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2항」에 의거하여 처리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금액 : 입학금 제외

     다. 기타 유의사항

        온라인 원서 접수시 환불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또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관리팀으

로 직접 방문하여 환불계좌 변경원을 작성 하여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시 지참물 : ①본인, 보호자 신분증 및 도장 ② 환불받을 통장

  [2] 2019학년도 등록금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2019학년도 등록금 안내(2020학년도 등록금은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확정·공지됩니다)

계열 입학금 수업료 계 비고

 공학, 예체능 및 자연과학계열 558,000원 3,261,000원 3,819,000원

모집학과 6p 참조
인문사회계열 558,000원 2,665,000원 3,223,000원

보건행정과 558,000원 3,078,000원 3,636,000원

실용음악과 558,000원 3,528,000원 4,0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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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 대학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입학전형자료)의 입학전형 업무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업무 위탁에 따

른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대학 지원자는 학생부 성적 온라인 제공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입학 관련 업무 이

외에 다른 목적에 이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사항

기  관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성명,주민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입학전형자료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입학전형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성명,주민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입학전형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성명,주민번호,수험번호,대학코드,합격/예치금구분,접
수장소,접수일자,지원결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모집차수,계열코
드,출신고교코드,졸업연도,등록일자구분,제3자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입학전형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개인정보 위탁 사항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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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학어플라이 대입원서접수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유웨이어플라이 대입원서접수대행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지원자 및 합격자 명단제공 성명,지원학과,졸업년도,합격구분,등록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메티스소프트 ARS/SMS 합격자 안내 자료 제공 수험번호,성명,합격구분,후보순위,연락처 처리목적 달성 시

㈜민스넷 ARS/SMS 합격자 안내 자료 제공 수험번호,성명,합격구분,후보순위,연락처 처리목적 달성 시

신한은행 등록금납부결과 문자안내 자료제공 성명, 연락처 처리목적 달성 시

※ 한양여자대학교 홈페이지(www.hywoman.ac.kr) 입학안내에서 자세한 입학관리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 바랍니다.

http://www.hywom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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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과소개

학제 학과 소 개 / 자격증

3

년

제

컴퓨터정보과★ ‧국가직무표준에 기반한 All-In-One 여성실무 IT인력 양성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스마트IT과 ‧융합화, 지능화, 첨단화를 통하여 ICT와 BMT를 연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
‧정보처리산업기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물류관리사, ERP정보관리사 등

식품영양과★ ‧실력과 인성을 갖춘 푸드서비스 전문가 양성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 제빵기능사 등

치위생과★ ‧직업적 사명감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치과위생사 양성
‧치위생사 면허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참된 인성과 실력을 갖추고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무기록사,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등

외식산업과 ‧외식산업의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외식산업 전문가 양성
‧위생사면허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유통관리사, 소믈리에, 푸드코디네이터 등

유아교육과★ ‧유아중심 교육을 위한 현장 참관과 실습을 통한 유능한 교사 양성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2급 자격증 

사회복지보육과
사회복지전공

‧학문적 기반과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 등

사회복지보육과
아동보육전공★

‧학문적 기반과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아동보육전문가 양성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등

도예과★ ‧도자전반의 전문적 교육을 통한 창의적 능력을 갖춘 여성 도예인 양성
‧도자기공예기능사, 문화예술교육사2급, 임상미술치료사 2급

니트패션디자인과★ ‧니트 제품의 독창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컴퓨터니트디자이너와 니트프로그래머 양성
‧컴퓨터편물산업기사 등

♣산업디자인과★ ‧특화된 제품과 포장 디자인 교육 및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으로 실무 교육 강화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ATC AutoCAD 등

♣인테리어디자인과★ ‧다양한 디자인 이론과 프로세스 교육을 통한 전문인테리어디자이너 양성
‧실내건축 산업기사, 미술실기교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영상디자인과 ‧영상편집, 영상 그래픽, 실용사진을 중심으로 한 전문 영상인 양성
‧컬러리스트 자격증,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등

★실용음악과 ‧실력과 인성을 갖춘 다양한 매력의 K-POP 뮤지션과 아티스트 양성
‧대중음악, 작곡가, 편곡가, 뮤지컬, 가수, 팝페라, 연주인, 음반제작사 등

2

년

제

♥호텔관광과★ ‧21세기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관광전문인 양성
‧컨벤션 기획사 2급 및 1급, 호텔서비스·관리·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항공과 ‧항공사 객실승무원, 항공사 여객 운송 전문인력 양성
‧항공예약발권, 서비스경영, CS Leader, 심폐소생술, 국내여행안내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등

실무영어과★ ‧세계화시대에 맞는 실무ㆍ실용 영어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
‧TOEIC, 실용영어자격증-PELT, 무역영어자격증,  영어관광통역안내사 등

경영과★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여성전문경영인 양성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무역영어,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등

♥비서인재과 ‧국가 및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전문 비서 및 사무행정 전문가 양성
‧비서 1•2급, 생활예절지도사, 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전산회계 2급 등

실무일본어과★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담당할 유능한 중견 전문 직업인을 양성
‧관광통역, 국제여행안내원, 통역사, 번역사, JPT 등

실무중국어과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중국과의 교류 및 교역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
‧관광통역안내사, 新HSK자격증, 한자능력검정공인급수자격증 등

세무회계과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적용능력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의 양성
‧세무사, 공인회계사, 재경관리사 등 

행정실무과 ‧21세기 고도정보화 및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진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여성 행정실무인재 양성
‧행정사, 공인행정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등

패션디자인과★ ‧패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역량 있는 인재 양성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양장기능사, 한복기능사 등

■문예창작과★ ‧문학수업을 통해 전문 문인을 기르고, 문학교육을 담당하는 인력과 문화계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
‧독서지도사 자격증, 논술지도사 자격증, 글짓기지도사 자격증 등

섬유패션디자인과★ ‧섬유산업체 현장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섬유전문인 양성
‧GTQ포토샵, 일러스트,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등

♠생활체육과 ‧국민건강을 선도할 창의적 여성전문운동지도자 양성
‧종목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별 법인 지도사 자격증 등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시각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능한 디자이너 양성
‧웹디자인 기능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등

 ※ 실기(면접)학과 표시: ♣ 미술/ ★ 음악(전문대이상 실기 있음)/ ♥면접 / ■실기(운문/산문)/ ♠체육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학과(2년제 또는 3년제 졸업 후 – 4년제 무시험 학사학위 취득) 표시,
    컴퓨터정보과는 2020학년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육부 신규 개설 신청예정인 사항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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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여자대학교 안내도 및 학과전화번호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이용≫

1.한양대역(2호선)

▶3번출구▶셔틀버스이용

2.마장역(5호선)

▶3번출구▶셔틀버스이용

3.용답역(2호선)

▶2번출구▶도보(5분)

≪ 버스 이용≫

1.한양여대앞 하차

 ▶ 4211노선이용

2.한양대 하차

 ▶ 2012, 2014,

    2016, 2222,

    302,  121, N62

    노선이용

※셔틀버스무료이용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A 본  관 1 본관 8 제2의학관 15 상경관 22 부속병원별관 29 생활과학관 36 제2법학관

B 도 서 관 2 학생복지관 9 제2음악관 16 학생회관 23 백남음악관 30 자연과학관 37 신소재공정공학관

C 디자인관 3 사회과학관 10 대학원, 토건관 17 한양초등학교 24 제2공학관 31 법학관 38 동문회관

D 정보문화관 4 제1공학관 11 사범대학 18 제1음악관 25 부속병원신관 32 기숙사 39 한양종합기술연구원

E 교수회관 5 인문관 12 공업센터 19 박물관 26 공과대학실습장 33 과학기술관

F 유아교육관 6 의대본관 13 한양대학교부속병원 20 학생생활관 27 올림픽체육관 34 백남학술정보관

G 식품영양관 7 제1의학관 14 학군단 21 의과대학계단
강의동

28 공업센터별관 35 산학기술관

  학 과 별  전 화 번 호  안 내

 한양여자대학교 대표전화 ☎ 02) 2290-2114                   입학상담실   ☎ 02) 2290-2111    FAX 02) 2290-2039

 학    과   명 전 화 번 호 건물명 및 층별  학    과   명 전 화 번 호 건물명 및 층별

패 션 디 자 인 과 2290 - 2140 디자인관   5층 인테리어디자인과 2290 - 2400 디자인관   9층

도     예      과 2290 - 2160 본  관 지하1층 섬유패션디자인과 2290 - 2420 디자인관   8층

식  품  영  양  과 2290 - 2180 식품영양관 1층 생 활 체 육 과 2290 - 2430 정보문화관 6층

외  식  산  업  과 2290 - 2590 식품영양관 3층 실 무 일 본 어 과 2290 - 2440 본      관 3층

컴 퓨 터 정 보 과 2290 - 2200 정보문화관 3층 유 아 교 육 과 2290 - 2450 유아교육관 2층

니트 패션 디자인과 2290 - 2220 디자인관   2층 시각미디어디자인과 2290 - 2460 디자인관  10층

호  텔  관  광  과 2290 - 2260 본      관 5층 실 무 중 국 어 과 2290 - 2250 본      관 4층

항     공     과 2290 - 2480 본      관 5층 스  마  트  I T 과 2290 - 2380 정보문화관 3층

실  무  영  어  과 2290 - 2280 본      관 3층 치   위   생   과 2290 - 2570 본      관 7층

경      영      과 2290 - 2300 본      관 5층 영 상 디 자 인 과 2290 - 2580 디자인관   7층

세  무  회  계  과 2290 - 2310 본      관 4층 실  용  음  악 과 2290 - 2560 본  관 지하1층

산 업 디 자 인 과 2290 - 2320 디자인관   6층 사 회 복 지 보 육 과 2290 - 2600 본      관 5층

문  예   창  작 과 2290 - 2340 본      관 4층 보  건  행  정  과 2290 - 2610 본      관 7층 

비  서  인  재  과 2290 - 2360 본      관 6층 행  정  실  무  과 2290 – 2690 본      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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