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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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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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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합 대학’이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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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전략방향을 통해 2018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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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원대학교는 전 세계 26개국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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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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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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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다.

수원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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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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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화

1 수원대학교 소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컬 창의 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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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는 데이터 분석 지식에 기반 한 데이터 과학자 육성을 위해 통계학, 수학, 컴퓨터학 그리고 

인공지능 전공을 융합한 국내 최초의 학부생 중심 데이터과학부 전공을 신설했다. 특성화학부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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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과학

방법 연구를 수행한다. 

수원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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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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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7층에는 뷰티사이언스연구센터, 신소재융합기기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

실리콘밸리형 캠퍼스로 ‘창업선도대학’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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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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역과 강남역, 잠실역 그리고 수원역과 병점역을 곧바로 연결하는 시내·외 노선버스

•분당, 신도림, 금정, 송내, 상록수 등을 촘촘히 연결하는 통학버스가 수도권 어디든지 한 시간 이내의 접근성 확보

수도권 최대 자동차 전문 시험센터, 산학협력 메카로 자리잡다

 더욱 빨라진 교통망！

수원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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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현장 체험과 자유교양수업을 개설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향유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콘서트와 발레,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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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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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이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메카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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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 모집안내(수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일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계
열

대
학

모집단위

정원내 정원외

계
(
정
원
내
)

학생부 위주(교과)

실
기
위
주

학생부
위주(교과)

면접

일
반
(
적
성
)

학
생
부
1
0
0
%

미
래
핵
심
인
재
(
면
접
)

국
가
보
훈 
대
상
자

(특
별
전
형
)

사
회
배
려
대
상
자

실
기
우
수
자

농
어
촌
학
생

특
성
화
고 
출
신
자

재
외
국
민

북

한

이

탈

주

민

재
외
국
민

(
12
년

)

인
문

인
문
사
회 
대
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사학
15 10 10 4

11

약
간
명

35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45 25 20 4 5 94

법·행정학부
법학

행정학
20 10 10 4 4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0 5 5 5 4 25

행정학과(야간) 15 5 20

인
문

경
상 
대
학

경제학부
경제금융

국제개발협력
20 10 10 4 4

11

40

경영학부

경영

회계

글로벌비즈니스

40 20 20 4 5 4 84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관광경영

10 10 20 4 3 40

자
연

공
과
대
학

바이오화학

산업학부

바이오싸이언스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융합화학산업

30 10 15 4 4 3

5

59

건설환경

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40 15 20 5 5 3 80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건축학

도시부동산학
25 10 20 4 4 3 59

산업 및 기계

공학부

산업공학

기계공학
30 10 20 5 5 3 65

전자재료

공학부

전자재료공학

전자물리
25 10 10 5 4 50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40 15 20 5 3 75

화학공학·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40 10 20 4 70

ICT 
융
합
대
학

데이터과학부 30 20 15 5 4 70

컴퓨터학부
컴퓨터SW

미디어SW
30 20 15 4 3 65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

정보보호
30 20 15 5 4 3 70

2 모집안내(수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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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계
열

대
학

모집단위 

정원내 정원외

계
(
정
원
내
)

학생부 위주(교과)

실
기
위
주

학생부
위주(교과)

면접

일
반
(
적
성
)

학
생
부
1
0
0
%

미
래
핵
심
인
재
(
면
접
)

국
가
보
훈 
대
상
자

(특
별
전
형
)

사
회
배
려
대
상
자

실
기
우
수
자

농
어
촌
학
생

특
성
화
고 
출
신
자

재
외
국
민

북

한

이

탈

주

민

재
외
국
민

(
12
년

)

자
연

건
강
과
학
대
학

간호학과 15 5 10 3 2 X 30

아동가족복지학과* 15 5 10 3

5

약
간
명

30

의류학과 10 5 10 3 25

식품영양학과* 15 5 10 3 30

예
체
능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35 35

예
체
능

미
술 
대
학

조형예술학부

회화(한국화) 15

5

15

회화(서양화) 15 15

조소 15 15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20 20

패션디자인* 20 20

공예디자인* 15 15

음
악 
대
학

작곡과 10 10

성악과 10 10

피아노과 10 10

관현악과 10 10

국악과 10 10

융
합
문
화
예
술
대
학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20 20

연극* 18 2 2 18

무용 15 15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5 2 5

인
문

국
제
대
학

자유전공학부 0

전형별 소계 550 255 305 16 30 243 87 32 43 1,399

※ 본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표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모집단위임 : 교원자격증 취득가능(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단, 교원양성평가 등으로 개설학과가 변경될 수 있음.

※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간호학과 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간호학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정시 모집인원의 경우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정원 외 전형인 농어촌/특성화고출신자는 

수시모집에서 선발을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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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예정이므로 추후 확정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바람.

※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배려대상자,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는 본인이 출력한 입학원서와 함께 필요한 제반 제출서류를 2019년 9월 17일(화)까지

(우편물 도착기준) 수원대학교 입학처에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가 책임지지 않음.

※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전형 일정은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전형 안내에서 확인바람.

2 모집안내(수시모집)

전형일정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자 비고

원서접수
2019. 9. 6(금) 09:00 ~ 

10(화) 18:00
인터넷 원서접수

서류제출 2019. 9. 17(화) 마감  일반전형은 제출서류 없음

1단계 

합격자 발표

미래핵심인재 2019. 10. 1(화)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고

'연극' 실기우수자 2019. 10. 11(금)

적성고사
‘일반전형(적성)’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배려대상자

2019. 10. 5(토)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공과대학/ICT융합대학/

건강과학대학(스포츠과학부 제외)]

2019. 10. 6(일)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인문사회대학/경상대학]

면접고사 '미래핵심인재' 1단계 합격자 2019. 10. 12(토) ~ 13(일) 

실기고사

'연극' 지원자 전체(1단계)

(농어촌-연극 포함)
2019. 10. 4(금) ~ 7(월) 

지원자 수에 따라 

전형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연극’ 1단계 합격자(2단계)

(농어촌-연극 포함)
2019. 10. 19(토) ~ 20(일) 

'영화영상' 실기우수자 2019. 10. 12(토) ~ 13(일)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실기우수자
2019. 10. 12(토) ~ 13(일) 

'미술' 실기우수자 2019. 10. 19(토) ~ 20(일) 

'무용' 실기우수자 2019. 10. 19(토) ~ 20(일) 

'체육' 실기우수자 2019. 10. 19(토) ~ 20(일) 

'음악' 실기우수자 2019. 10. 26(토) ~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1. 13(수) 17:00 이전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고

등록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3(금)

미등록충원 합격발표 및 등록 2019. 12. 14(토) ~ 19(목) 충원합격자 발표는 19일(목) 21:00까지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19. 12. 20(금) 16:00까지

잔여등록금 납부 2020. 2. 5(수) ~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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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구분 학생부 면접 적성 실기 계 비고

학생부 

위주

(교과)

일반전형(적성) 58.8(60) - 41.2(40) - 100

학생부100%전형(주요교과) 100(100) - - - 100

미래핵심인재전형(면접) 60(60) 40(40) - - 100 단계별 적용

국가보훈대상자전형(특별) 58.8(60) - 41.2(40) - 100

사회배려대상자전형 58.8(60) - 41.2(40) - 100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00(100) - - - 100

특성화고출신자전형(정원외) 100(100) - - - 100

실기

위주

실
기
우
수
자

체육 11.8(40) - - 88.2(60) 100

전공실기(축구, 농구)

또는 

기초체력

미술 11.1(20) - - 88.9(80) 100

음악 11.1(20) - - 88.9(80) 100

영화영상 17.6(30) - - 82.4(70) 100

연극 17.6(30) - - 82.4(70) 100 단계별 적용

무용 17.6(30) - - 82.4(70) 100

문화콘텐츠
테크놀러지

25(40) - - 75(60) 100

농어촌학생(연극전공) 17.6(30) - - 82.4(70) 100 단계별 적용

면접

재외국민(정원외) - 100(100) - - 100

북한이탈주민(정원외) - 100(100) - - 100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 비율임.

※ 미래핵심인재전형: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학생부 100%) 5배수 선발 후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 면접고사 실시

※ 연극실기: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자유연기 100%) 10배수 선발 후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지정연기/자유연기) 실시

※ 검정고시출신자 지원불가: 학생부100%전형, 미래핵심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재외국민전형

※ 공무원위탁전형의 경우 서류 100%로 선발

2 모집안내(수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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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대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2015년 2월 ~ 현재기준 합격자(이전 합격자는 지원불가)

※ 학생부100%전형, 미래핵심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재외국민전형 지원불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목 반영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목 반영

반영방법

•해당과목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산출

반영대상
•2014년 2월 졸업자 및 이전 고교졸업자 중 일반전형(적성) 지원자

•2014년 이전 검정고시합격자 중 일반전형(적성) 지원자

반영방법 및 

환산점수

•적성고사 취득점수에 대한 환산점수 반영

2 모집안내(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비교내신 대상자

반영대상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2014년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단,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산출 할 수 있는 자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 해당고교에서 분류된 교과영역 편제(교과군)에 따라 반영교과를 적용하며, 

본교는 편제 입력오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반영방법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해당 전형안내 등급점수표 참조)

•교과영역만 반영

•학년별/과목별 반영비율 없음

학생부 반영점수 =

∑(교과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x 이수단위)

∑(교과별 반영과목 이수단위)

인문/자연계열 환산점수 합산  =   국어 환산점수 + 수학 환산점수 + 영어 환산점수 + 사회/과학 환산점수

예체능계열 환산점수 합산  =  국어 환산점수 + 영어 환산점수 + 사회 환산점수

14

적성고사 
성적

400
399~
361

360~
341

340~
321

320~
301

300~
281

280~
241

240~
191

190~
0

비고

배점 100 99.5 99 98.5 98 97 92 82 50 최고 600
최저 300점수차 - 0.5 0.5 0.5 0.5 1 5 10 32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3 전형안내(수시모집)

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

일반전형(적성고사)

학생부100%전형(주요교과)

미래핵심인재전형(면접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적성고사)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적성고사)

[실기위주] 

실기우수자(체육)전형

실기우수자(미술)전형

실기우수자(음악)전형

실기우수자(영화영상)전형

실기우수자(연극)전형

실기우수자(무용)전형

실기우수자(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전형

정원외 

[학생부위주(교과)]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실기위주] 

농어촌학생(연극)전형

[면접위주]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전형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9.5 99 98.5 98 97 92 82 50 최고 600
최저 300점수차 - 0.5 0.5 0.5 0.5 1 5 10 32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적성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교과) 적성고사 일괄합산 58.8(60)% 41.2(40)% 1,000 없음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550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다. 등급점수표(2014년 이전 학생부 비교내신적용자)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_일반전형(적성) 
중점요소: 학생부 & 적성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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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고사 
성적

400
399~
361

360~
341

340~
321

320~
301

300~
281

280~
241

240~
191

190~
0

비고

배점 100 99.5 99 98.5 98 97 92 82 50 최고 600
최저 300점수차 - 0.5 0.5 0.5 0.5 1 5 10 32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구분 내역

시험영역
국어영역 30문항 60문항 / 고사시간 60분

(기본점수 190점)수학영역 30문항

배점기준
인문계열 (국어 30문항 x 4점) + (수학 30문항 x 3점) + 기본190점 = 400점

자연계열 (국어 30문항 x 3점) + (수학 30문항 x 4점) + 기본190점 = 400점

적성고사성적 반영 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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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9.6 99.2 98.8 98.4 97.6 95.6 93.6 90
최고 1,000
최저 900

점수차 - 0.4 0.4 0.4 0.4 0.8 2 2 3.6

구분 학생부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교과) 100% 1,000 없음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 지원불가 대상자 –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고, 일반고(종합고) 전문계반, 대안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일반계고 직업과정위탁생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255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_학생부100% 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주요 교과 성적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6 64 50
최고 600
최저 300

점수차 - 2 2 2 2 4 12 12 14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면접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
(교과)

면접고사
1단계 100% - 600 없음

2단계 60% 40% 1,000 없음

전형방법

면접고사 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 단계별전형: 1단계(학생부 100%) 5배수 선발 후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에서 면접고사 실시

305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 성적산출 방식은 학생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구분 내역

평가항목 자기소개(1분), 인성, 창의력 및 사고력, 전공 적합성, 학업계획 및 포부 등

면접방법 그룹면접(학생 3),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구술면접 진행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_미래핵심인재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주요 교과 성적, 면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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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9.5 99 98.5 98 97 92 82 50
최고 600
최저 300

점수차 - 0.5 0.5 0.5 0.5 1 5 10 32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적성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
(교과)

적성고사 일괄합산 58.8(60)% 41.2(40)% 1,000 없음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16명 (외국어학부 4명, 경영학부 4명, 바이오화학산업학부 4명, 건축도시부동산학부 4명)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구분 내역

시험영역
국어영역 30문항 60문항 / 고사시간 60분

(기본점수 190점)수학영역 30문항

배점기준
인문계열 (국어 30문항 x 4점) + (수학 30문항 x 3점) + 기본 190점 = 400점

자연계열 (국어 30문항 x 3점) + (수학 30문항 x 4점) + 기본 190점 = 400점

적성고사성적 반영 방법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_국가보훈대상자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적성고사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9.5 99 98.5 98 97 92 82 50 최고 600
최저 300점수차 - 0.5 0.5 0.5 0.5 1 5 10 32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1)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2019. 9. 1 기준) 

2)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2019. 9. 1 기준)

3)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2019. 9. 1 기준) 

4)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다문화가족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모(부)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30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적성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
(교과)

적성고사 일괄합산 58.8(60)% 41.2(40)% 1,000 없음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학생부위주(교과)_사회배려대상자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적성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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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고사성적 반영 방법

구분 내역

시험영역
국어영역 30문항

60문항 / 고사시간 60분
(기본점수 190점)

수학영역 30문항

배점기준
인문계열 (국어 30문항 x 4점) + (수학 30문항 x 3점) + 기본190점 = 400점

자연계열 (국어 30문항 x 3점) + (수학 30문항 x 4점) + 기본190점 = 400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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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5 97 95.5 94 92 88 84 80 최고 400

최저 320점수차 - 1.5 1.5 1.5 1.5 2 4 4 4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일괄합산 11.8(40)% 88.2(60)% 1,000 없음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실기고사 방법 (1번 ~ 3번 중 1개 선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1. 실기과제(축구) - 600점 만점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35명 (축구 13명, 농구 7명, 기초체력 15명)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가. 전술운용능력(미니게임) 

      (300점)
전술이해능력 + 포지션별 공간 움직임 + 공격 및 수비 전술실천능력

나. 응용기술능력 

     (각 300점)

필더(공격/수비) 지원자 리프팅과 볼 컨트롤 + 드리블과 슈팅 + 크로스

골키퍼 지원자  캐칭 + 세이빙 + 킥킹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체육)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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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런

넓이: 가로(7.8ｍ), 세로(10.3ｍ)

통높이: 82cm, 통 둘레: 75cm

도착  출발

2. 실기과제(농구) - 600점 만점

3. 기초체력 – 600점 만점

가. 기본기술능력 (200점) 드리블링 + 슈팅

나. 전술운용능력 (400점) 1:1 개인기 응용능력 + 3:3 공격 및 수비능력 + 5:5 전술 응용능력

가. 제자리멀리뛰기 2회 실시(센서기 사용)

나. 지그재그런 1회 실시(센서기 사용)

다. 배근력 2회 실시(측정기 사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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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200

최저 100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전형방법

실기고사 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100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구분 실기과제 시험용지 시간

한국화
인체소묘(사진모델링), 인체수묵(사진모델링), 

수묵담채화(정물) 중 택 1

3절(인체소묘), 

반절(인체수묵, 수묵담채화)

4시간서양화
인체소묘(사진모델링), 인체수채화(사진모델링), 

정물수채화(정물) 중 택 1
3절

조소 인물두상(사진모델링) -

디자인 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 중 택 1 4절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미술)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일괄합산 11.1(20)% 88.9(80)% 1,000 없음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200
최저 100

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50명 (작곡과 10명, 성악과 10명, 피아노과 10명, 관현악과 10명, 국악과 10명)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음악)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일괄합산 11.1(20)% 88.9(80)% 1,00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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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전공) 실기과제 배점 비고

음

악

대

학

작곡과
1) 피아노: 자유곡 1곡 (빠른 악장) 200

2) 작곡실기: 피아노곡 (세도막 형식) 작곡 (3시간) 600

성악과

1) 독일가곡 중 1곡 400

2) 이태리가곡 혹은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자유곡 1곡   

    (단, 아리아는 원조이어야 함)
400

피아노과
1) Etude 혹은 Etude 에 준하는 1곡 400

2) 자유곡 1곡 400

관

현

악

과

현악 자유곡 1곡 800

관악
목관

자유곡 1곡 800
금관

타악

스네어드럼

악기별 자유곡 1곡 (3부문 모두 연주)

300

마림바 300

팀파니 200

국

악

과

관악
1) 정악 중 1곡 (단소(소금) 전공은 단소로 정악 중 1곡) 400

2) 산조 중 1곡 (단소(소금)전공은 소금으로 정악 중 1곡) 400

현악
1) 정악 중 1곡 400

2) 산조 중 1곡 400

성악

민요
1) 잡가 중 1곡 400

2) 민요 중 1곡 400

판소리
1)  단가 중 1곡 400

2) 판소리 한 대목 400

정가
1) 시조 중 1곡 400

2) 가곡 중 1곡 400

병창
1)  단가 중 1곡 400

2) 병창 중 1곡 400

타악
1) 가곡장단(10박, 16박) 400

2) 농악장단 400

실기고사 방법

※ 관현악과 타악전공 지원자는 스네어드럼, 마림바, 팀파니를 모두 연주해야 함.

※ 관현악과 클래식기타 및 타악 지원자는 고사 시 악보사본 3부를 반드시 준비하여 연주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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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 꽹과리

관현악과/국악과 지원가능 악기 

..              ..



구분 내역

실기방법

전공실기 (시나리오 분석)

- 시험당일 제시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을 읽고 캐릭터, 촬영기법 및 사운드 활용법 등을 분석

-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영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평가 (5분 이내)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300

     최저 150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전형방법

실기고사 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20명 (문화예술학부_영화영상)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일괄합산 17.6(30)% 82.4(70)% 1,000 없음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영화영상)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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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300

     최저 150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단계별전형: 1단계(자유연기 100%) 10배수 선발 후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에서 지정연기/자유연기 실시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18명 (문화예술학부_연극)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실기고사 방법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1단계 100% 700 없음

2단계 17.6(30)% 82.4(70)% 1,000 없음

구분 선발방법 내역

실기방법
1단계 자유연기 (2분 이내)

2단계 지정연기 (1분 이내) / 자유연기 (2분 이내)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연극)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구분 세부전공 실기과제 의상

실기방법

한국무용 한국무용 전공작품(2분)
 (여) 검정레오타드(긴소매), 검정색풀치마, 핑크색타이즈, 흰색코슈즈

 (남) 흰색레오타드(긴소매), 검정색바지(통바지), 흰색코슈즈

현대무용 현대무용 전공작품(2분)
 (여) 검정레오타드(소매 없는 것), 검정타이즈(발목 없는 것)

 (남) 흰색레오타드(소매 없는 것), 흰색타이즈(발목 없는 것)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300

     최저 150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전형방법

실기고사 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 한국무용 지원자의 경우 검정색풀치마는 본교에서 제공

※ 음악은 수험생 각자 준비

15명 [문화예술학부_무용(한국무용 7명, 현대무용 8명)]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일괄합산 17.6(30)% 82.4(70)% 1,000 없음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무용)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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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400

최저 200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불가)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공통) 참조

5명 (문화예술학부_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실기고사 방법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일괄합산 25(40)% 75(60)% 1,000 없음

구분 내역

실기방법

시험당일 제시된 주제 (글, 그림, 사진, 영상 등)를 보고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서술 

(실기고사 전에 30분간 작성)

인성,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등 면접평가 (5분 이내)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실기우수자(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9.6 99.2 98.8 98.4 97.6 95.6 93.6 90
최고 1,000
최저  900

점수차 - 0.4 0.4 0.4 0.4 0.8 2 2 3.6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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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에 의한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해야함.

※ 서류제출 마감이후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입학)을 취소함. 

(최종등록자는 2020. 3. 1 이후 발행된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87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구분 학생부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교과) 100% 1,000 없음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외

학생부위주(교과)_농어촌학생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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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9.6 99.2 98.8 98.4 97.6 95.6 93.6 90 최고 1,000

최저 900점수차 - 0.4 0.4 0.4 0.4 0.8 2 2 3.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와 동일학과 지원자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본교 동일학과 인정기준 참조)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32명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외

학생부위주(교과)_특성화고출신자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구분 학생부 총점 수능최저기준

학생부위주(교과) 100% 1,000 없음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비고

배점 100 98 96 94 92 88 78 68 50      최고 300

     최저 150점수차 - 2 2 2 2 4 10 10 18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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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에 의한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해야함.

※ 서류제출 마감이후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입학)을 취소함. 

(최종등록자는 2020. 3. 1 이후 발행된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전형방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성적산출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공통) 참조

2명 (문화예술학부 연극)

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목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사회 교과 내 학생이 이수한 모든 과목 반영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나. 등급점수표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원자격

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외 

실기위주_농어촌학생(연극)전형 
중점요소: 학생부 & 실기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단계별전형: 1단계(자유연기 100%) 10배수 선발 후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에서 지정연기/자유연기 실시

구분 선발방법 학생부 실기 총점 수능최저기준

실기위주 실기고사

1단계 100% 700 없음

2단계 17.6(30)% 82.4(70)% 1,00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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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방법

구분 선발방법 내역

실기방법

1단계 자유연기 (2분 이내)

2단계 지정연기 (1분 이내) / 자유연기 (2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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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안내(수시모집)_정원외 

면접위주_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전형 
중점요소: 서류 & 면접

대
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재외국민
재외국민

(12년)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인
문
사
회 
대
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사학
50 5

11

약간명 약간명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139 13

법·행정학부
법학

행정학
65 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4

행정학과(야간) 30 3

경
상 
대
학

경제학부
경제금융

국제개발협력
60 6

11
경영학부

경영

회계

글로벌비즈니스

120 12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관광경영

60 6

공
과
대
학

바이오화학

산업학부

바이오싸이언스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융합화학산업

80 8

5

건설환경

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105 10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건축학

도시부동산학
80 8

산업 및 기계

공학부

산업공학

기계공학
90 9

전자재료

공학부

전자재료공학

전자물리
70 7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100 10

화학공학·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100 10

ICT
융
합
대
학

데이터과학부 100 -

컴퓨터학부
컴퓨터SW

미디어SW
95 -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

정보보호
95 -

건
강
과
학
대
학

간호학과 41 4 2 X X

아동가족복지학과* 40 4

5 약간명 약간명의류학과 35 3

식품영양학과* 40 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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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재외국민
재외국민

(12년)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105 -

약간명 약간명

미
술
대
학

조형예술학부
회화(한국화/서양화) 60 6

5

조소 30 3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0 4

패션디자인* 35 3

공예디자인* 30 3

음
악
대
학

작곡과 20 -

성악과 30 -

피아노과 40 -

관현악과 50 -

국악과 30 -

융합
문화
예술
대학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25 -

연극* 25 2 2

무용 15 -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25 2 2

국제
대학

자유전공학부 1 -

합  계 43 약간명 약간명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본교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표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모집단위임: 교원자격증 취득가능(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단, 교원양성평가 등으로 개설학과가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자 비고

원서접수 2019. 7. 1(월) ~ 10(수) 인터넷 원서접수

서류제출 2019. 7. 17(수) 마감

면접고사 2019. 8. 1(목)

합격자 발표 2019. 8. 16(금)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고

등록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3(금)

미등록충원 합격발표 및 등록 2019. 12. 14(토) ~ 19(목) 충원합격자 발표는 19일(목) 21:00까지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19. 12. 20(금) 16:00까지

잔여등록금 납부 2020. 2. 5(수) ~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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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영주교포 자녀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공무원의 범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상사직원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2) 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4)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외국정부의 범위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의 범위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 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자영업 부모의 자녀 

•연수·출장자의 자녀 

•선교사 부모의 자녀 

•교직원·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자영업, 연수·출장자, 선교사, 

교직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기타 재외국민 범위 

   1) 현지법인 근무자 (해외지사 설치인증·허가가 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나 외국근무 상사주재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포함)

   2) 체류중인 국가의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 

   3) 2년 이상 해외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 

   4) 1), 2), 3) 이외에도 재외국민으로서 지원자격 부여가 가능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가. 부모의 해외근무/거주(영주) 기간은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 반드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야 함.

나. 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기간은 지원자의 외국학교(중·고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 국가에서 근무·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으로 인정함.

다. 지원자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로 함.(단,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0년 2월 28일까지 인정함)

라. 학생 개인 유학 및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본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은 본교 해당부서(국제협력처 031-220-2562)에서 별도로 선발함.

바. 2021학년도 전형부터 학생의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임.(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2015년 2월 졸업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이전 졸업자는 지원불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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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별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요건(재외국민)

구분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2 2 2 - 2 2 2 1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2 2 2 2 2 1 - -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외국인 12 12 12 - - - - -

(단위: 년)

제출서류(재외국민)

구분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A 영주교포 자녀 E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B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F 기타 재외국민 자녀

C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G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D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H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1. 구분표

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A B C D E F G H

1 입학원서 v v v v v v v v

2 지원자격 확인서, 학력조회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v v v v v v v v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v v v v v v v v

4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초등학교 해외 이수 시 추가제출) v v v v v v v v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v v v v v v

6 주민등록말소 등본 v

7 부/모 재직증명서(해외 근무경력 기재) v v v v v

8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해외지사설치증명서 / 현지법인금융기관투

자신고서 / 파견확인서 등(해당되는 서류)
v v v

9 해외법인 사업자증명서 v

10 근로소득세 납부 증명서 v

11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v

12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v v

13 출입국 사실 증명서 v v v v v v v v

14 여권사본(부/모, 학생 해당자) v v v v v v v v

15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제3국 수학인정서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예체능계열 지원자는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제출가능(면접당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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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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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재외한국학교는 제외함 – 재외한국학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 재외국민모집요강 참조). 

다. 원서접수 시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및 영사확인 제출서류의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해당 원본을 제출해야 함.

라. 외국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해외발급서류는 3년 이내 인정).

구분 내역

평가항목 자기소개(1분), 인성, 창의력 및 사고력, 전공 적합성, 학업계획 및 포부 등

면접방법 그룹면접(학생 3),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구술면접 진행

전형방법

면접고사 방법

구분 면접 총점 수능최저기준

면접위주 면접고사 100% 1,000 없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입학원서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2 지원자격 확인서

3 학력인정증명서 해당 시·군·구청 발급

4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 지자체 발급

5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6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9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4.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 예체능계열 지원자는 면접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제출가능(면접당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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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안내(정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일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계열 대학 학부/학과 전공
입학
정원

모집인원(일반학생)

정시 계
나군 다군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실기
위주

인
문

인
문
사
회
대
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사학
50 15 15

외국어학부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139 45 45

법·행정학부
법학

행정학
65 25 2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15 15

행정학과(야간) 30 10 10

인
문

경
상
대
학

경제학부
경제금융

국제개발협력
60 20 20

경영학부

경영

회계

글로벌비즈니스

120 36 36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외식경영

관광경영

60 20 20

자

연

공
과
대
학

바이오화학산업학부

바이오싸이언스

바이오공학 및 마케팅

융합화학산업

80 21 21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105 25 25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건축학

도시부동산학
80 21 21

산업 및 기계공학부
산업공학

기계공학
90 25 25

전자재료공학부
전자재료공학

전자물리
70 21 21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100 25 25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100 30 30

자

연

ICT

융

합

대

학

데이터과학부 100 30 30

컴퓨터학부
컴퓨터SW

미디어SW
95 30 30

정보통신학부
정보통신

정보보호
95 25 25

정원내(일반학생전형) 

4 모집안내(정시모집)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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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농어촌학생전형 2020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학생전형/특성화고출신자전형의 결원을 선발하며, 

구체적인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2019년 12월 20일(금) 수시모집 등록마감 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예정특성화고출신자전형

계열 대학 학부/학과 전공 입학정원

모집인원(일반학생)

정시 계나군 다군

수능위주 실기위주 실기위주

자
연

건
강
과
학
대
학

간호학과 41 11 11

아동가족복지학과* 40 10 10

의류학과 35 10 10

식품영양학과* 40 10 10

예
체
능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105 70 70

예
체
능

미
술
대
학

조형예술학부
회화

한국화
60

15 15

서양화 15 15

조소 30 15 15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40 20 20

패션디자인* 35 15 15

공예디자인* 30 15 15

예
체
능

음
악
대
학

작곡과 20 10 10

성악과 30 20 20

피아노과 40 30 30

관현악과 50 40 40

국악과 30 20 20

예
체
능

융합

문화

예술

대학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25 5 5

연극* 25 7 7

무용 15 결원선발 결원선발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25 21 21

인문
국제

대학
자유전공학부 1 1 1

합 계 2,196 502 172 125 799

※ 본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대학의 구조조정 및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표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모집단위임: 교원자격증 취득가능(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단, 교원양성평가 등으로 개설학과가 변경될 수 있음.

※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간호학과 입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간호학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문화예술학부 무용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원을 선발함.

정원외(농어촌학생/특성화고출신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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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형일자 비고

원서접수
2019. 12. 26(목) 09:00 ~ 

31(화) 18:00
인터넷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0. 1. 6(월)

나군

실
기
고
사

스포츠과학부

2020. 1. 11(토) ~ 19(일)

고사일정은 

지원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형예술학부
회화(한국화/서양화)

조소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문화예술학부
연극

무용

다군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2020. 1. 20(월) ~ 30(목)
음악대학

작곡과
피아노실기

작곡실기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최초

합격

합격자발표 2020. 2. 4(화) 17:00이전

등록기간 2020. 2. 5(수) ~ 7(금) 등록은 16:00까지

충원

합격

미등록충원 합격발표 및 등록 2020. 2. 8(토) ~ 17(월)
충원합격자 발표는 

17일(월) 21:00까지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20. 2. 18(화) 등록은 16:00까지

※ 상기 일정은 예정이므로 추후 확정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 바람.

※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별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발표함.

※ 정시모집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및 세부사항은 2020. 2. 18(화) 이후에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함.

※ 합격자의 등록금 납부고지서는 2020년 2월 4일(화) 합격자발표 이후부터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함.

4 모집안내(정시모집)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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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실기 계

나군

수능
위주

인문/자연계열 전체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건강과학대학(스포츠과학부 제외), 자유전공학부

100(100) - 100

예체능계열

문화예술학부(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100(100) - 100

실기
위주

건강과학대학(스포츠과학부) 40(40) 60(60) 100

미술대학(조형예술학부/디자인학부) 20(20) 80(80) 100

문화예술학부(연극) 30(30) 70(70) 100

문화예술학부(무용) 20(20) 80(80) 100

다군

문화예술학부(영화영상) 30(30) 70(70) 100

음악대학 20(20) 80(80) 100

정원내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4 모집안내(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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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
전형
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실기 계

나군

수능
위주

농어촌학생전형 100(100) - 100

특성화고출신자전형 100(100) - 100

실기
위주

농어촌학생전형(연극) 30(30) 70(70) 100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정원외

46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계열

과목별 반영 비율

합계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비율 유형 비율 가형 가산점 비율 비율

인문 30% 가/나 20% 10% 20% 30% 가산점 부여 100%

자연 20% 가/나 30% 10% 20% 30% 가산점 부여 100%

예체능 50% 20% 30% 가산점 부여 100%

영어등급 1 2 3 4 5 6 7 8 9

배점 100 95 90 83 73 63 48 33 18

점수차 - 5 5 7 10 10 15 15 15

• 국어/수학/탐구: 영역별 취득 백분위점수 반영 

• 영어: 취득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반영 

• 한국사: 취득 등급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반영영역 및 비율 (제2외국어는 반영하지 않음)

※ 영어영역 절대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은 상위1과목 반영(단, 간호학과는 탐구영역 2과목 반영)

※ 한국사영역은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1~5등급까지는 5점, 6~9등급까지는 2점)하며, 미 응시의 경우 지원 불가

4 모집안내(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영역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사탐/과탐/직탐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인문계열 0 0 0 0 0 -

자연계열 0 0 0 0 0 -

예체능계열 0 - 0 0 0 -

※ 수학영역 가/나형 구분 없이 지원가능 

반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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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환산방법 반영총점

인문계열 〔(국어백분위×0.3) + (수학백분위×0.2)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10

1000점
자연계열 〔(수학백분위×0.3) + (국어백분위×0.2)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10

간호학과
〔(수학백분위×0.3) + (국어백분위×0.2)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평균×0.3) × 10

문화예술학부
(문화콘텐츠
테크놀러지)

〔(국어백분위×0.5)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10 1000점

스포츠과학부 〔(국어백분위×0.5)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4 400점

미술대학 〔(국어백분위×0.5)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2 200점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연극)

〔(국어백분위×0.5)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3 300점

문화예술학부(무용) 〔(국어백분위×0.5)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2 200점

음악대학 〔(국어백분위×0.5) + (영어등급환산점수×0.2) + (탐구백분위×0.3) × 2 200점

※ 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출신자전형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은 일반학생전형 반영방법에 준함.

반영총점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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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안내(정시모집)

정원내 

[수능위주] 

일반학생전형

[실기위주]

일반학생전형

스포츠과학부

미술대학(조형예술학부/디자인학부)

문화예술학부(영화영상/연극/무용)

음악대학(작곡과/성악과/피아노과/관현악과/국악과)

정원외 

[수능위주]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실기위주] 

농어촌학생(연극)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502명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 상기 모집인원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계

나군 수능위주

인문/자연계열 전체

인문사회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ICT융합대학

건강과학대학(스포츠과학부 제외), 자유전공학부

100(100) 100

예체능계열

문화예술학부(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100(100) 100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공통) 참조

수능성적 산출방법

5 전형안내(정시모집)_정원내

수능위주_일반학생전형
중점요소: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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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지원자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대학 학부(과) 전공 선발인원

나군

건강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체육학

레저스포츠

운동건강관리

70

미술대학

조형예술학부
회화

한국화 15

서양화 15

조소 15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20

패션디자인 15

공예디자인 15

융합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학부
연극 7

무용 (수시결원 선발)

다군

융합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5

음악대학

작곡과 10

성악과 20

피아노과 30

관현악과 40

국악과 20

합 계 297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공통) 참조

※ 상기 모집인원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방법

모집

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실기 계

나군

실기위주

스포츠과학부 40(40) 60(60) 100

조형예술학부/디자인학부 20(20) 80(80) 100

문화예술학부(연극) 30(30) 70(70) 100

문화예술학부(무용) 20(20) 80(80) 100

다군
문화예술학부(영화영상) 30(30) 70(70) 100

음악대학 20(20) 80(80) 100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5 전형안내(정시모집)_정원내

실기위주_일반학생전형
중점요소: 실기 &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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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공통) 참조

수능성적 산출방법

52

예체능계 실기고사 과제

모집단위 실기과제 비고

건강
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 기초체력: 지그재그런,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미술대학

조형예술학부
회화

한국화
인체소묘(3절, 사진모델링), 인체수묵(반절, 사진모델링), 

수묵담채화(반절, 정물) 중 택 1
4시간

서양화
인체소묘(3절, 사진모델링), 인체수채화(3절, 사진모델링),

정물수채화(3절, 정물) 중 택 1
4시간

조소 인물 두상(사진모델링) 4시간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발상과 표현(4절), 기초디자인(4절) 중 택 1 4시간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융합문화
예술대학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전공실기 (전공시나리오)

연극 지정연기/자유연기

무용 전공실기(2분)

음악대학

작곡과
1) 피아노: 자유곡 1곡 (빠른 악장)

2) 작곡실기: 피아노곡 (세도막 형식) 작곡 (3시간)

성악과

1) 독일가곡 중 1곡

2) 이태리가곡 혹은 이태리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자유곡 1곡 (단, 아리아는 원조이어야 함)

피아노과
1) Etude 혹은 Etude 에 준하는 1곡

2) 자유곡 1곡

관현악과

현악 자유곡 1곡

관악 자유곡 1곡

타악

스네어드럼

악기별 자유곡 1곡 (3부문 모두 연주)마림바

팀파니

국악과

관악
1) 정악 중 1곡 (단소(소금) 전공은 단소로  정악 중 1곡)

2) 산조 중 1곡 (단소(소금) 전공은 소금으로 정악 중 1곡)

현악
1) 정악 중 1곡

2) 산조 중 1곡

.. ..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모집단위 실기과제 비고

음악대학 국악과

성악

민요
1) 잡가 1곡

2) 민요 1곡

판소리
1) 단가 1곡

2) 판소리 한 대목

정가
1) 시조 1곡

2) 가곡 1곡

병창
1) 단가 중 1곡

2) 병창 중 1곡

타악
1) 가곡장단(10박, 16박)

2) 농악장단

모집단위 세부전공  지원가능 악기 

음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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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고, 꽹과리

관현악과/국악과 지원가능 악기

53

※ 관현악과 타악전공 지원자는 스네어드럼, 마림바, 팀파니를 모두 연주해야 함.

※ 관현악과 클래식기타 및 타악 지원자는 고사 시 악보사본 3부를 반드시 준비하여 연주전 제출해야 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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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해야함.

※ 서류제출 마감이후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입학)을 취소함.

(최종등록자는 2020. 3. 1 이후 발행된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른 이월인원

5 전형안내(정시모집)_정원외

수능위주_농어촌학생전형
중점요소: 수능

지원자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계

나군 수능위주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00(100) 100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공통) 참조.

수능성적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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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모집단위와 동일학과 지원자로 관련학과 전문교과 30단위이상 이수자

   (본교 동일학과 인정기준 참조)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른 이월인원

5 전형안내(정시모집)_정원외

수능위주_특성화고출신자전형
중점요소: 수능 

지원자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계

나군 수능위주 특성화고출신자전형(정원외) 100(100) 100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공통) 참조.

수능성적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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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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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지역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 제외

- 사망/이혼/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거주요건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해야함.

※ 서류제출 마감이후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입학)을 취소함.

 (최종등록자는 2020. 3. 1  이후 발행된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2020학년도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른 이월인원

5 전형안내(정시모집)_정원외

실기위주_농어촌학생(연극)전형
중점요소: 실기 & 수능

지원자격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수능 실기 계

나군 실기위주 농어촌학생(연극)전형(정원외) 30(30) 70(70) 100

※ 위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이며, (    )는 명목반영비율임.

※ 총점은 1,0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X 10’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공통) 참조.

수능성적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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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학사안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장학제도

기숙사/ROTC

교통안내

찾아오시는 길



부전공/다전공 이수 안내

부전공 다전공

이수학점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최소 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함.

신청자격

•총 평점평균 2.5(C+) 이상 

(평점평균은 학과(전공)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학과(전공)에 확인해야 함)

•정규 2학기(1학년) 또는 4학기(2학년)정상 이수자   

(조기 복학자 및 간호학과,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전공 제외)

•편입생도 신청 가능

•총 평점평균 2.5(C+) 이상 

(평점평균은 학과(전공)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학과(전공)에 확인해야 함)

•정규 2학기(1학년) 또는 4학기(2학년)정상 이수자

(조기 복학자 및 간호학과,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전공 제외)

•편입생 신청 시 면제과목인 중요핵심, 기초교양, 

선택교양, 소양교육, 전공기초교양(해당학과) 과목을 

신입학 이수기준에 맞추어 이수해야 함.

신청시기

매 년 학기초 정해진 신청기간 중

•2학년 1학기(3학기 시작), 3학년 1학기(5학기 시작)

수강신청 기간 중 <부전공 이수신청서> 제출

•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수강신청기간 중 

<부전공 이수확인서> 제출

매 년 학기초 정해진 신청기간 중

•2학년 1학기(3학기 시작), 3학년 1학기(5학기 시작)

수강신청 기간 중 <다전공 이수신청서> 제출

•4학년 2학기(마지막 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다전공 이수확인서> 제출

이수방법

•2학년 1학기(3학기 시작) 또는 3학년 1학기(5학기

시작) 정상 이수자 중 정규 수강신청 기간 중에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학적과에 제출하고 

부전공과목을 이수함. 

(단, 조기 복학자 및 간호학과,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전공 제외)

•4학년 2학기(8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에 <부전공 

이수확인서>를 학적과에 제출해야 하며, 포기시 

<부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학년 1학기 (3학기 시작) 또는 3학년 1학기(5학기

시작) 정상 이수자 중 정규 수강신청 기간 중에 

<다전공 이수신청서>를 학적과에 제출하고 

다전공과목을 이수함. 

(단, 조기 복학자 및 간호학과, 문화콘텐츠테크놀러지 전공 제외)

•4학년 2학기(8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에 

<다전공 이수확인서>를 학적과에 제출 

포기 시 <다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1전공 학위만 수여함.

•신청자는 1전공과 다전공 학과(전공)의 전공필수와 

전공기초교양(해당학과)은 모두 수강하며, 전공 

선택은 교육과정 학점배정표에서 전공선택→

다전공 란의 학점을 충족해야 함.

이수자격
부전공을 마칠 때까지 총 평점평균이 2.5(C+) 이상을 

유지해야 함.

다전공을 마칠 때까지 총 평점평균이 2.5(C+) 이상을 

유지해야 함.

부전공/다전공제도는 제1전공 이외의 분야에 대한 학구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 학과(전공)을 

일정학점 또는 일정 단계의 교과를 이수하는 제도

6 부록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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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기졸업 안내

전과 조기 졸업

자격요건

•전과는 정상적으로 1, 2, 3학년의 제1, 2학기를 

이수하고 매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신청취득성적의 평점평균이 2.5(C+) 이상인 자 

(단, 학과(전공)별로 자격요건 평점평균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과 희망 학과(전공)에 개별문의)

•6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매학기 15학점 이상취득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신청시기

2, 3, 4학년 1학기 개강(방학기간 중)전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다음의 제한범위를 제외한 

모든 전공(인문사회, 자연, 예체능)을 전과할 수 있음.

제한범위

•주·야 동일학과(부) 상호간

•간호학과

•편입학생 및 재입학자

•재수강을 통한 매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하 자 

•조기복학을 통한 학기 불일치자 

•학칙의 모집단위 내에서의 전공변경

유의사항

•각 입학정원의 15%내에서 전출 및 전입 허용.

•전과 신청자가 전 소속 학과(전공)별로 배정된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함.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전공)의 소정 교과목 전부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 

대학장이 인정할 수 있음.

•전과 확정자는 전입학과(전공)의(1~4학년) 교과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도 있음.

•전과를 지원하는 자가 많은 경우 취득성적

(평점평균)순으로 정하며, 동일 성적일 경우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취득학점이 많은 자 

순서에 의하여 정함.

•재이수(F학점 포함)하여 취득한 학점 및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편입학, 재입학자, 조기 복학자는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음.

•조기졸업 희망자는 최종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조기졸업 심사에 탈락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문의사항 학적과 (학생회관 1층 / 031-220-2342,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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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의 재학생이 1학기 또는 최대 2학기 동안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대학에 가서 학점을 

취득해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교환학생제도

자격요건

•평점 2.5 이상

•최소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졸업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자

•휴학 후 파견학기에 복학 하는 자

경비 해당 파견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며, 숙식비는 학생본인이 부담

특혜

•교환학생 첫 학기는 본교에서 등록금 50%(단, 평점 2.5 이상인 경우)를 지원(복학생은 제외) 

•두 번째 학기는 상대교 이전 학기 성적이 3.5이상일 경우 등록금 50% 지원 

•본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선발에 가산점 부여

자격요건
•평점 3.0 이상

•최소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경비 해당 파견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며, 숙식비는 학생본인이 부담

특혜 양교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취득 시, 양교의 학위 수여

활동기간 1학기(4개월)

활동혜택
•지역사회와 봉사(2학점) 학점인정(멘토만 해당) 및 수료증 발급

•기수료자는 수료증만 발급

주요활동

•국제협력처 행사 멘티와 동반 참가 및 한국문화 체험 활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외국인 등록, 비자 관련 절차 안내)

•학교 생활 안내 (수강신청 및 학교행정업무) 

•국어교환 (멘티의 한국어 능력 고양)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복수학위제도(2+2)

수원대학교 재학생이 4학기를 본교에서 70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를 외국 자매대학에서 상대교가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학점에 도달하면 양교로부터 학위를 받는 제도

SUBA 프로그램

SUBA(The University of Suwon Buddy Assistant) 프로그램은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외국인학생의 

CAMPUS LIFE 적응과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6  부록

국제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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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W외국어 멘토프로그램은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1:1 멘토/멘티가 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모국어를 한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종의 스터디 멘토 프로그램

USW 외국어 멘토프로그램

접수 수시 접수

자견요건 영어, 일본어 및 중국어 활용 능력 필수

문의사항 국제협력처 (ICT융합대학 121호 / 031-220-2562) 

자격요건

•평점 2.5이상

•최소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실무연수일 경우 어학 활용 능력 필수

경비 자매대학 및 본교 사정에 따라 지원금 범위 결정

활동기간 1학기(4개월)

활동혜택
•지역사회와 봉사(2학점) 학점인정(멘토만 해당) 및 수료증 발급

•기수료자는 수료증만 발급

주요활동

•국제협력처에서 주관하는 USW 외국어 멘토프로그램 행사 참가

(OT, 중간 및 최종 보고회의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인 학생은 외국어를 성실히 배움

선발방법 서류심사 

수원대학교의 재학생들이 하계 또는 동계 방학 동안 본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대학을 방문하여 어학 및 실무 

전공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방학 단기연수

본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정으로 본교 학생들이 해외에 직접 파견되어서 현지에서 국어습득 및 취업활동을 

통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외 인턴쉽 및 WEST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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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아카데미

목적 수원대학교 우수인재를 졸업까지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선발내용

선발대상: 1학년 신입생 중 희망자 

선발인원: 30명

선발시기: 5월 중 

선발방식: 서류전형 및 면접

교육내용

1. 리더십교육 시행

2. 자아 존중감 확립교육 시행

3.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

4. 기업체 CEO/졸업생 멘토 초청 특강

지원내용

1. 드림 Job끼 장학금 지급(조건충족 시 차등지급)

2. 각종 취업대비 능력개발 세미나 개최

3.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우선 선발

4. 취업특강 및 캠프 우선참여

5. 교내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6. 전용 Study Room 제공 (IT 118호)

7. 인턴쉽 우선 선발

6  부록

취업 프로그램

1. 아너스 프로그램(Honors Program)

62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 대기업 취업 강화 프로그램 (Major Enterprise Career Program)

목적 국내외 초일류 기업 취업 대비 엘리트반 운영

선발내용

선발대상: 1, 2학년 재학생 

선발인원: 경상대학, 공과대학 신입생 중 우수자 소수정예 선발

선발시기: 매년 5월 

자격 유지기간: 4년 (입학 ~ 졸업 전 과정 집중 관리)

교육내용

1. 인성교육

   
•지성인의 자아혁신과 리더쉽

2. 기초역량 교육 지원

   
•전산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포토샵, 일러스트, MOS Master, ITQ 등)

3. 전공심화교육 지원

   
•경상대, 공대, 학과별 전공 직무 교육

   
•전공 자격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4. GSAT 등 직무 적성검사 교육 및 모의직무적성검사 실시 

5. 대기업 취업대비 집중 교육 (4주 과정)

지원내용

1. 드림 Job끼 장학금 지급 (조건충족 시 차등지급)

2. 취업동아리 운영/지원금 지급

3.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우선 선발

4. 취업특강 및 캠프 우선참여

5. 하계방학 취업 집중캠프 참여(3,4학년 대상)

6. 교내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7. 전용 Study Room 제공

8. 인턴쉽 우선 선발

9. 전담교수의 학생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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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 상담

목적 체계적인 진로·취업상담을 통해 취업스킬 향상 및 정보제공

운영 내용
운영대상: 재학생 및 졸업생

운영시기: 상시

프로그램 소개

1. 진로 및 취업상담

   •직업정보탐색, 진로계획 및 진로선택 상담, 전공별 분야별 취업준비 지도

2. 입사지원서 코칭

   •이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클리닉, 직무 및 기업 맞춤형 입사지원서 클리닉

3. 면접코칭

   •모의면접을 통한 면접 클리닉 및 이미지 클리닉



진로 & 취업 특강

진로 & 취업 교육 프로그램

목적 진로탐색을 실시하고, 취업의지 및 취업마인드 형성

운영 내용

1. 전문가·졸업생 취업 특강

   •학부(전공)별 직무에 맞는 취업 특강 운영

2. 전문가·졸업생 취업 멘토링

   •학부(전공)별 직무에 맞는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 찾아가는 진로·취업 특강

   •학부(전공)별로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식 특강 진행

목적 취업 자신감 고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운영 내용
운영대상: 재학생 및 졸업생(프로그램 별 상이)

운영시기: 학기 중

프로그램 소개

1. 취업동아리 

2. 학부(전공)별 Home Coming Day

3. 동행면접 프로그램

4. 기업탐방 프로그램

5. 취업지원처 서포터즈 운영

6. 여대생 커리어 프로그램

7. NCS 집중교육 프로그램

8. 모의면접 & 실전면접 프로그램

9. 진로/취업 탐색 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명 변경가능)

•커리어로드맵을 통한 진로탐색

• MBTI를 활용한 나의 강점 찾기

•퍼스널 브랜딩 이미지메이킹

•자기관리와 미래설계

•직업가치관에 따른 직업선택

64



2020 수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드림Job끼 취업역량 마일리지 제도

1. 운영목적

•수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역량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학업과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

•자신의 역량 향상을 통해 성공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를 활용, 관리

•학생의 성공취업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우수기업의 취업 목적

2. 장학금 명칭 드림Job끼 장학금

구분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 

지급대상기준 마일리지(최대)

U
(unique)

어학성적 30점

등록금의 20%

(120점 이상)
드림Job끼 I

1학년

2학년

3학년

자격증 30점

어학연수/교환학생 30점

봉사활동 20점

공모전/대외활동 30점

인턴십 30점

취업동아리 30점

심리상담 50점

취업프로그램 150점

S
(spec & story)

어학성적 30점

등록금의 30%

(180점 이상)
드림Job끼 II

2학년

3학년

4학년

자격증 30점

어학연수/교환학생 30점

봉사활동 20점

공모전/대외활동 30점

인턴십 30점

취업동아리 30점

심리상담 50점

취업프로그램 150점

W
(winner)

어학성적 30점

등록금의 40%

(200점 이상)
드림Job끼 III

3학년

4학년

자격증 30점

어학연수/교환학생 30점

봉사활동 20점

공모전/대외활동 30점

인턴십 30점

취업동아리 30점

심리상담 50점

취업프로그램 150점

3. 장학금 지급 기준

※ 재학 중 각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내에서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처로 문의바람(종합강의동 216호 / 031-2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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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명칭 선발대상 지급내역
입학 후

유지성적
비고

수원 글로벌리더 장학금

(수능성적우수장학금)

수능성적 1.8등급 이내인 자

(수능반영영역비율적용. 단, 예체능은 

인문계열비율 적용) 

등록금전액(4년)

(매월 학업장려금 50만원 지급) 
3.5 수시/정시

미래핵심 장학금

학생부 반영교과 2.5등급 이내인 자

(예체능계열 3.0등급) 

단, 정원외전형 제외

등록금전액(1학기) 수시

수시우수 장학금

본교 수시모집 각 전형의 입학성적

(총점)이 모집인원의 5%이내인 

최초합격자

(미등록으로 인한 장학금 승계 안 됨)

등록금전액(1학기) 수시

최우수인재 장학금 정시 입학성적 전체수석 등록금전액(4년) 3.5 정시

우수인재 장학금 정시 입학성적 전체차석 등록금전액(2년) 3.5 정시

단과대학 수석 정시 입학성적 단과대학수석 등록금전액(1년) 3.5 정시

수원가족 장학금 형제자매 동시 재학 시 등록금 30%(재학기간) 2.5 수시/정시

특성화 창의 장학금

수능성적 2.0등급 이내인 자 

(수능반영영역비율적용. 단, 예체능은 

인문계열비율 적용)

등록금전액(4년)

(매월 학업장려금 30만원 지급.)
3.5 수시/정시

특성화 400 장학금 특성화학부 최종등록자 등록금 30%(1학기) 수시/정시

동문자녀장학금
본교 입학자 중 부, 모 중 1인이 

본교 학부 졸업생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전액(1학기) 수시/정시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 

임직원 직계자녀 및 학교 교직원 

직계자녀

등록금전액 2.5 수시/정시

원호장학금
법이 정하는 원호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등록금전액 수시/정시

음악특기장학금

매년 본교 주최 콩쿨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입상자 중 본교 입학자

대상: 등록금전액(4년)

각 부문 1등상: 등록금전액(1년)

각 부문 2~3등상: 등록금 50%(1년)

2.5 수시/정시

미술특기장학금
매년 본교 주최 미술실기대회에서 

대상 입상자 중 본교 입학자
대상: 등록금전액(1학기) 수시/정시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자 등록금의 30% ~ 60% 2.0 수시/정시

근로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생활금이 

필요하여 학내 각종 업무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월 10만원 ~ 40만원 2.0 수시/정시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은 장학 규정의 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학자금대출에 대한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대학-장학제도”를 참조

6  부록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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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창의 장학금 및 특성화 400 장학금 관련 특성화학부

유의사항

추후공지(2020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 공지)

1. 장학금이 중복지급 대상인 경우 상위 장학금만을 지급함.

2.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한 함. 

단, 최종학년의 경우는 9학점 이상 취득자로 한 함.

3. 전과 및 자퇴, 제적 시 장학혜택은 소멸되며 재입학 시 적용되지 않음.

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지급함.

5. 학업장려금은 휴학기간에 지급하지 않음.

6.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처로 문의(학생회관 3층 / 031-2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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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기숙사 & ROTC

기숙사

기숙사명 고운학사 경상관 기숙사

수용인원 A동 352명, B동 282명, C동 282명   (총 916명) 11층 ~ 14층    (총 137명)

운영방식

APT형 구조 (호실별 화장실 2개, 사워실 1개 포함)

•6인용 (2인용방 3개 + 거실) 

•8인용 (2인용방 2개 + 4인용방 1개 + 거실)

•10인용 (2인용방 3개 + 4인용방 1개 + 거실)

오피스텔형 구조 (호실별 화장실, 샤워실 1실)

•2인실로 구성 

•호텔식 전력공급 시스템

편의시설 식당(학생/교직원), 편의점, 공용실 (휴게실 + 세탁실), 스낵코너, 독서실, 헬스장 등

선발방법
•신입생: 거리 80% + 성적 20% 

•재학생: 거리 60% + 성적 40%

입사문의 기숙사 행정실 (경상대학 216호 / 031-229-8202~3) 

사생 모두가 학업에 전념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고운학사 기숙사는 

획일적인 복도식 기숙사 건축양식을 탈피한 종열식 구조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 시 각 학생들에게 전용카드키를 

등록하여 해당 동을 출입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경상관 기숙사는 오피스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사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숙사 옆에 위치한 융합문화예술대학 내에는 식당, 매점 등의 복지시설과 

경상대학에는 헬스장, 편의점,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여유롭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학의 주거공간이자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입사하는 모든 학생들이 보람 있고 즐거운 학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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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1학년(남학생) / 2학년(남/여학생)

모집기간 매년 3월

지원자격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선발방법

1차: 필기시험, 대학성적, 수능(또는 내신)성적 종합성적 순

2차: 1차 선발점수 + 체력검정, 면접평가 종합성적 순

3차: 1, 2차 선발평가 종합성적 순(신체검사, 신원조사 적합자)

복지혜택

•전공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 교육

•대학 및 ROTC 장학재단 등 장학금 지원

•단기 복무장교 장려금 지급(200만원)

•2년간 매월 교재비 지원

•체력단련을 통한 강인한 체력 배양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문의사항 학군단 행정실 (ROTC건물 201호 / 031-220-2444)

본교는 장차 군과 미래정보사회의 선도적 역할자로서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1984년 

국방부령에 의거 학생군사교육단을 인가받아 학군후보생과정(ROTC)을 설치하였다. 2020학년도에는 1,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40명의 학군후보생을 새로이 선발할 예정이다.

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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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

통학버스

강남노선: 강남역 (2호선 7번출구 산업은행 앞) → 학교

금정노선: 금정역(4호선 4번출구 농협 앞) → 학교

송내노선: 송내역(1호선 고려한증막 앞) → 학교

상록수노선: 상록수역(4호선 안산1대학 승차장 뒤) → 학교

성남노선: 야탑역(분당선 4번출구 홈플러스 앞) → 학교

수원노선: 수원역(1호선) → 학교

※ 지하철 1호선 수원역 하차 →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철도 대합실 경유 → 3번 출구(좌측TMO 출구 방향) 

통과하여 좌측으로 약 150M전방 → 고가도로 밑 우측 10M 지점에 학교버스 승차장 있음.

※ 통학버스의 노선 및 배차시간은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할/복지편의/셔틀버스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좌석버스

7790번: 사당역 →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성대역 → 호매실동 → 수영오거리 → 학교

7800번: 사당역 →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성대역 → 호매실동 → 봉담택지개발지구 → 학교

8501번: 강남역 → 동탄메타폴리스 → 동탄숲마을(한마음초) → 병점중심상가 → 화산동 → 학교

1551번: 강남역 → 양재역 → 동탄신도시 → 병점역 → 학교

1007번: 잠실역 → 송파역 → 수서역 → 고등동 주민센터 → 경기지방경찰청 → 수원역 → 학교

1009번: 잠실역 → 송파역 → 한국도로공사 → 화서역 → 학교

일반버스

26번: 수원역(1호선 2번출구 수원역 환승센터 2승강장) → 학교

30번, 30-1번: 수원역(1호선 2번출구 수원역 환승센터 12승강장) → 학교

46번: 수원역(1호선 2번출구 수원역 환승센터 3승강장) → 학교

34번, 34-1번: 경희대 → 신영통 → 병점 → 안녕리 → 학교

1000번: 제부여객 차고지 → 서신터미널 → 사강시장  → 남양성지 → 비봉중고등학교 → 학교

1001번: 동탄 2신도시 홍보관 → 동탄이마트/한림대병원 → 병점역 후문 → 학교

700-2번: 분당(오리역) → 수지 → 북문 → 수원역(1호선 2번출구 수원역 환승센터 3승강장) → 학교

720-2번: 분당(서현역) → 오리역 → 풍덕천 → 성빈센트병원 → 수원역(건너편 파리바게트 앞)  → 학교

730번: 분당(서현역) → 정자역 → 수지구청 → 경기지방경찰청 → 수원역 → 학교

승용차

강남: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 봉담IC → 축산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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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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