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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창의·개발·봉사 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교육이념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발돋움하는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도서관 이인구 인재관(고시원) 조각공원 산학연교육연구관 박물관 학생생활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larship & Employment



충남대학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면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폭넓은 장학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및 취업준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능력형 인재육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장학 & 취업지원

Scholarship & Employment

백마인턴십 운영

우리대학 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사회의 각 기관 및 기업에서 현장실무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동시에 학점을 취득하는 

교육과정

· 학기제 : 학기 중 15주, 18학점

· 계절제 : 방학 중 4/8주, 3/6학점

취·창업 교과목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교육을 위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시기 적절한 교육 기회 제공

· 직업과 진로(저학년) : 구체적인 진로방향성 설정을 돕고 취업준비 로드맵을 구체화 시켜 나갈 수있는 취업 기본 과정 

· 현대사회와 직업의 세계 :  실질적인 취업 스킬 및 조직 적응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채용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을 도울 취업 심화 과정

· 창업의이해 :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습

· 창업가정신 :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위한 리더십과 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가 정신 교육

· 비즈니스직무역량 : 경영자로서의 소양교육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목표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비즈니스스피치 :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 중 스피치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한 스피치 역량 강화

· 미래테크트렌드 : AI, 핀테크, 3D 프린팅 등에 관한 수업을 통해 최근의 산업 트렌드 이해

· CEO의리더십과창업 :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 함양을 통해 개인역량 발전의 기회 제공

· 미래기술창업학(연계전공) : 창업학사 취득을 위한 연계전공으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

지역우수강소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 연계한 대학근로

장학사업으로 취,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장학생의 근로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마련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으로 전문 컨설

턴트를 배치하여 양질의 취업 지원 및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도를 통하여 진로상담, 진로 목표설정,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CNU 1대1 장학멘토링

장학금기부자(멘토)와 수혜학생(멘티)을 연결해 멘토가 

원하는 방식으로 멘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순환 

방식

신입생 성적 장학금

· 백마드림(Ⅰ,Ⅱ) : 학업장려금(학기당 300~500만원) 지원

·  글로벌엘리트A, B, C : 학업장려금(학기당 180만원) 및 

본교 대학원(석사) 진학 시 등록금 전액(4개 학기) 지원

·  대전·충청장학금 : 등록금 전액(4개 학기) 지원

·  교내우수, 교내격려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해당학기)

장학
지원

Scholarship

취업
지원

Employment



지성과 열정의 하모니가 

울려퍼지는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amp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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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집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 반드시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전화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홈페이지 및 모집 요강에 기재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자세한 안내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모집단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충남대학교 입학본부[대표번호 1644-8433(내선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06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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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전형

구분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제출서류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

소개서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1,064 •�학생부교과 100%

•�사범대학 

-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 2단계 : 학생부교과 80%+면접 20%

 
사범대

제출

×

지역인재전형 493   ×

국가보훈대상자전형 9

•�학생부교과 100%

×  × 

기회균형선발전형 53 ×  × 

국가안보융합전형

(국토안보학)
21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2단계 :  학생부교과 69.0%+ 

면접 13.8%+체력검정 17.2%

   ×

국가안보융합전형

(해양안보학)
28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2단계 :  학생부교과 66.6%+ 

면접 16.7%+체력검정 16.7%

   ×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Ⅰ

PRISM인재 481

•�1단계 : 서류 100%

•�2단계 : 서류 66.7%+면접 33.3%

단과대학

부분적용
  ×

영농창업인재 15 ×   

소프트웨어인재 3 ×   

학생부

종합

Ⅱ

농어촌학생 108 ×   

특성화고출신자 45 ×   

저소득층학생 35 ×   

특수교육대상자 64 ×   

특성화고졸재직자 30 ×   

실기

일반전형(무용) 12
•�학생부 20%+실기 80% 

(학생부교과 16%+출결 4%)
×  × ×

체육특기자 23
•�학생부 34.5%+실기 65.5% 

(학생부교과 27.6%+출결 6.9%)
×  ×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하여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약전
형
요
약 

및 

주
요 

사
항

Ⅰ Ⅰ.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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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변경항목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자격 확대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중 교육지원대상자로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중 교육지원대상자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기회균형선발전형 

- 20년 이상의 부(준)사관의 자녀

•�기회균형선발전형 

-   20년 이상의 직업군인의 자녀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변경

•�학생부종합Ⅰ·Ⅱ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전형총점

1단계
150점
(100%)

-
150점
(100%)

2단계
150점
(60%)

100점
(40%)

250점
(100%)

•�학생부종합Ⅰ·Ⅱ

구분 서류평가 면접평가 전형총점

1단계
200점
(100%)

-
200점
(100%)

2단계
200점

(≒66.7%)
100점

(≒33.3%)
300점
(100%)

2021년 졸업예정자

모집단위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적용

-

•�학생부교과전형

모집단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열),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최저이수  
단위 기준

수학, 영어, 과학 교과 70단위 이상
(전문교과 포함)

실기고사 내용 변경
•�일반전형(무용) 실기내용 

- 한국무용 : 전공 작품 실기

•�일반전형(무용) 실기내용 

- 한국무용 : 전공 기초 실기, 전공 작품 실기

체력검정 평가 변경
•�국가안보융합전형 체력검정 자체평가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국가안보융합전형 체력평가 

-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 제출 후 국가안보융합학부  

   체력평가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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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계
열

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Ⅰ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Ⅱ

일반
국가
안보

지역
인재

국가
보훈

기회
균형

PRISM
인재

영농창업
인재

국가
안보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인

문

계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12 6 1　 6 2 　 1 1　 29

영어영문학과 24 11 1 13 2 　 1 52

독어독문학과* 11 5 1　 6 2 　 1 26

불어불문학과* 9 4 1 4 1 　 1 20

중어중문학과* 12 5 1 6 2 　 1 27

일어일문학과* 7 3 1 4 1 　 1 1 18

한문학과* 6 2 1 4 1 　 1 1 16

언어학과 7 3 1 3 1 　 1 1 17

국사학과 6 3 1 2 1 　 1 1 15

사학과* 11 5 1 5 2 　 1 25

고고학과 6 2 1 2 1 　 1 13

철학과* 10 5 1 5 1 　 1 1 24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11 5 1 4 1 　 1 1 24

문헌정보학과* 8 4 1 4 1 　 1 1 20

심리학과* 11 5 1 4 1 　 1 1 24

언론정보학과 10 5 1 4 1 　 1 1 23

사회복지학과 7 3 1 4 1 　 1 17

행정학부* 32 14 1 13 2 　 1 1 64

정치외교학과 11 5 1 4 1 　 1 23

경상
대학

경제학과* 21 9 1 10 2 1 1 45

경영학부* 79 35 1 32 2 2 1 1 153

무역학과* 13 6 1　 8 2 1 1 1 33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4 2 2 1 9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10 4 1 2 3 1 1 1 1 24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5 2 　 1 1 　 1 10

영어교육과 3 2 　 3 1 　 1 10

교육학과 5 2 　 2 1 　 1 11

자유 
전공
학부

인문·사회과학전공 5 2 　 2 1 　 1 11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5 2 　 2 1 　 1 30 41

공공안전학전공 6 2 　 3 1 　 1 13

국가 
안보
융합 
학부

국토안보학전공(남) 19 19

국토안보학전공(여) 2 2

해양안보학전공(남) 27 27

해양안보학전공(여) 1 1

소 계 367 21 163 9 14 164 3 28 39 5 14 29 30 886

전형별 모집인원전
형
별 

모
집
인
원

Ⅱ Ⅱ.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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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계
열

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정원 내 정원 외

계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Ⅰ 학생부종합Ⅱ

일반
지역
인재

국가
보훈

기회
균형

PRISM
인재

소프트
웨어인재

영농창업
인재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자

연

계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29 13   1 13 2 　 1 1 60

정보통계학과 11 5   1 5 1 　 1　 24

물리학과* 21 9   1 11 2 1 1 46

천문우주과학과 11 5   1 5 2 　 1 25

화학과* 23 11   1 12 2 　 1 1 51

생화학과 10 5   1 4 1 　 1 22

지질환경과학과* 16 7   1 7 2 　 1 34

해양환경과학과* 10 5   1 5 1 　 1 1　 24

공과

대학

건축학과(5년제) 10 5   1 4 1 1 1 23

건축공학과 10 5   1 4 1 1 1 1　 24

토목공학과 18 8   1 6 2 1 1 　 37

환경공학과 12 5   1 6 2 1 　 27

기계공학부 37 16   1 16 2 1 1 1 75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1 5   1 6 2 1 1　 27

선박해양공학과 12 6   1 5 2 1 1　 28

항공우주공학과 13 6   1 6 2 1 　 29

전기공학과 16 7   1 7 2 1 1 　 35

전자공학과 18 8   1 8 2 1 1 　 39

전파정보통신공학과 20 9   1 11 2 1 1　 45

컴퓨터융합학부* 40 17   1 15 3 1 2 1 1 81

신소재공학과 26 12   1 12 2 2 1 1　 57

응용화학공학과 28 12   1 12 2 1 1 1 58

유기재료공학과 28 13   1 12 2 1 1　 58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식물자원학과* 8 3   1 4 3 1 1 1 1 23

원예학과* 8 3   1 3 3 1 1 1 1 22

산림환경자원학과 9 4   1 4 1 1 　 20

환경소재공학과 7 3   1　 4 1 1 1 1 19

동물자원과학부* 20 9   1 9 2 2 1 44

응용생물학과* 8 3   1 4 3 1 1 1 22

생물환경화학과 8 4   1 3 3 1 1 21

식품공학과 10 4   1 4 1 1 1 22

지역환경토목학과* 9 4   1 4 1 1 1　 21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10 4   1 4 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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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계
열

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Ⅰ 실기위주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Ⅱ

일반
·

국가
안보

지역
인재

국가
보훈

기회
균형

PRISM
인재

소프트 
웨어 
인재

영농 
창업
인재

일반
(무용)

체육
특기자

국가
안보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

출신자

저소 
득층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자

연

계

의과
대학

의예과 23 23 　 19 2 　 1 68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11 5 　 1 6 2 1 1 1 28

식품영양학과* 12 6 1 5 2 1 1 28

소비자학과 8 4 1 4 1 1 1 20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19 8 　 6 2 　 1 1　 37

사범
대학

수학교육과 6 2 　 1 1 　 1 11

건설공학교육과 6 3 　 3 1 1 1 15

기계·재료공학교육과 10 4 　 4 3 1 22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10 4 　 4 1 2 1 22

화학공학교육과 4 2 　 2 　 1 2 11

기술교육과 10 4 　 4 1 2 1 22

간호
대학

간호학과* 23 20 1 13 2 　 1 60

생명
시스템
과학 
대학

생물과학과* 15 7 1 7 2 　 　 32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13 3 1 4 1 　 1 　 23

소 계 697 330 39 317 3 12 69 40 21 35 1,563

예
·
체

능

계

자연
과학
대학

스포츠과학과 15 15

무용학과

한국무용 4 4

현대무용 4 4

발 레 4 4

사범
대학

체육교육과 8 8

소 계 12 23 35

계 1,085 493 9 53 481 3 15 12 23 28 108 45 35 64 30 2,48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공지함

•*표시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임(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학과에 문의바람)

•스포츠과학과 및 체육교육과는 종목별 모집인원에 따라 선발함

•학생부종합전형 Ⅱ 농어촌학생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공과대학 입학생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임(단, 건축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신소재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제외)

•�건축학과(5년제)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을 실시함

•�의예과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음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음

•�사범대학 교원자격검정표시과목이 아래와 같이 분리되어 입학 후 교직표시과목을 선택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선택한 교직표시과목에 한하여 임용고시에 지원할 수 있음 

- 기계·재료공학교육과 : 기계, 재료 중 택 1  
-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전기, 전자, 통신 중 택 1 
- 화학공학교육과 : 화공, 섬유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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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지원서 접수 2020. 9. 23.(수) 09:00 ~ 9. 28.(월) 18:00 •인터넷 접수

자기소개서 입력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온라인 입력
•학생부교과 사범대학, 학생부종합Ⅰ·Ⅱ 지원자

첨부서류 제출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교생활기록부 및 지원 자격 증명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서류 하단 중앙에 본인의 수험번호(8자리)를 반드시 기재

첨부서류 도착 확인 2020. 9. 23.(수) 09:00 ~ 10. 7.(수) 18:00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면접(실기)고사 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면접고사 시간 및 장소 홈페이지 공지

실기고사 무용학과 2020. 12. 10.(목) 09:30 •당일 예비소집 후 실기고사(실적심사) 실시

•예비소집 시간 및 장소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실적심사 체육계열 2020. 12. 10.(목) 12:30

면접고사

학생부종합

2020. 12. 15.(화) 09:00/12:30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2020. 12. 16.(수) 09:00/12:30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2020. 12. 17.(목) 09:00/12:30 •공과대학, 사범대학(인문·자연계), 자유전공학부

2020. 12. 18.(금) 09:00/12:30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특성화고졸재직자)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 사범대학(인문·자연계)

합격자 

발표

최 초 2020. 12. 26.(토) 18: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 최초 및 1~4차 충원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일반전형은 모집인원의 3배수에 한하여 충원순위를 발표함 

- 체육특기자전형의 충원합격은 종목별(단, 배구 및 핸드볼의  

  경우 포지션별) 후보 1순위를 발표함

1차 충원 2020. 12. 31.(목) 10:00

2차 충원 2021.  1.  2.(토) 10:00

3차 충원 2021.  1.  3.(일) 10:00

4차 충원 2021.  1.  4.(월) 10:00

5차 충원 2021.  1.  4.(월) 21:00 까지 •5차 충원합격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함

합격자

등록

최 초 2020. 12. 28.(월) 10:00 ~ 12. 30.(수) 18:00

•�  합격자 발표창에서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없음)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 : (재무과) 042-821-5133

1차 충원 2020. 12. 31.(목) 10:00 ~ 18:00

2차 충원 2021.  1.  2.(토) 10:00 ~ 18:00

3차 충원 2021.  1.  3.(일) 10:00 ~ 18:00

4차 충원 2021.  1.  4.(월) 10:00 ~ 14:00

5차 충원 2021.  1.  5.(화) 10:00 ~ 16:00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

일반·특별전형

전
형
일
정·

원
서
접
수 

및 

합
격(

충
원) 

발
표 

안
내

ⅢⅢ.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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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구 분 일 시 비 고

공통

지원서 접수 2020. 9. 23.(수) 09:00 ~ 9. 28.(월) 18:00 •�인터넷 접수

첨부서류 제출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제공 학교에  

한하여 해당 제출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2단계 대상자  

발표
2020. 11. 3.(화) 15:00 이후

•��충남대학교 및 국가안보융합학부 홈페이지 공지 

[면접(실기) 시간·장소·추가서류 안내]

자기소개서 

입력 및

추가서류 제출 

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충남대학교 및 국가안보융합학부 홈페이지 공지 

[면접(실기) 시간·장소·추가서류 안내]

•�국토안보학전공 : 자기소개서 입력

•�해양안보학전공 : 자기소개서 입력 및 신원조사 관련  

추가서류 제출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또는 방문 제출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서류 하단 중앙에 본인의 수험번호(8자리)를 반드시 기재

해양

안보학

2단계전형

(면접/신체/ 

인성검사)

 2020. 11월 중

•�장소 및 일정 : 충남대학교 및 국가안보융합학부 홈페이지  

공지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국토

안보학

2단계전형

(면접/인성검사)
2020. 12. 10.(목) 09:00

•�면접고사 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결과지포함)’를 국가안보융합학부로 직접(방문) 제출

하여야 함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수험표, 신분증 지참

합격자

발표

최 초 2020. 12. 26.(토) 18: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 최초 및 1~4차 충원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1차 충원 2020. 12. 31.(목) 10:00

2차 충원 2021.  1.  2.(토) 10:00

3차 충원 2021.  1.  3.(일) 10:00

4차 충원 2021.  1.  4.(월) 10:00

5차 충원 2021.  1.  4.(월) 21:00 까지 •�5차 충원합격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함

합격자

등록

최 초 2020. 12. 28.(월) 10:00 ~ 12. 30.(수) 18:00

•�합격자 발표창에서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없음)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 : (재무과) 042-821-5133

•�해양안보학전공 등록금 납부관련 문의 : 042-821-6085

1차 충원 2020. 12. 31.(목) 10:00 ~ 18:00

2차 충원 2021.  1.  2.(토) 10:00 ~ 18:00

3차 충원 2021.  1.  3.(일) 10:00 ~ 18:00

4차 충원 2021.  1.  4.(월) 10:00 ~ 14:00

5차 충원 2021.  1.  5.(화) 10:00 ~ 16:00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

국가안보융합전형(국토안보학/해양안보학)

※ 위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에 공지함

※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전화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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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원서접수 방법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집요강 및 원서접수 유의사항 숙지

•증명사진 첨부 [면접고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

입학지원 내용 

및 정보 입력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입력사항 확인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형료 결제전형료 결제

•�결제 완료 후 지원서, 수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출력 

※  수험번호가 생성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확인

지원서 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지원서의 내용 변경 및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 함
접수 완료

•�첨부 및 추가서류 제출자는 등기우편 발송용 표지를 출력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제출처 :  (우)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대학본부별관(E7-1) 입학본부 209호

서류 제출

(해당자)

인터넷 접수 절차

원서접수 시 준비사항 가. 인터넷 접속 가능한 PC, 프린터 : 지원자 수험표, 각종 서식 출력

나. 지원자 증명사진 : 입학원서 사진 첨부 용

다. 지원자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 : 전형료 반환 시 필요



14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수시모집에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지원 횟수에서 제외)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0. 9. 28.(월)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

•원서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원서접수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의 내용 변경 및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함

•지원자는 모집요강(전형 및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기 바람

학생부교과전형(A) 학생부종합전형(B) 실기전형(C)

일반
지역

인재

국가보훈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국가안보융합

국토안보학/ 

해양안보학

학생부 

 종합Ⅰ

학생부 

 종합Ⅱ

일반 

(무용)

체육

특기자

(A)전형 내 복수지원 가능

※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사범대학 간 복수지원은 불가능

(B)전형 내 복수지원  

불가능

(C)전형 내 복수지원  

불가능

(A)전형 중 3개 선택 가능

(A)전형 중 2개 선택, (B) 혹은 (C)전형 중 1개 선택 가능

(A)전형 중 1개 선택, (B)전형 중 1개 선택, (C)전형 중 1개 선택 가능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복수지원 가. 우리대학 복수지원 방법(최대 3회 지원가능)

나. 복수지원자의 선발방법 

1)  동일 모집단위에 복수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특별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며, 일반전형의 합격자 선발(충원

합격 포함)에서 제외함

   ※ 특별전형에 모두 합격한 경우 국가보훈/기회균형 → 학생부종합Ⅰ·Ⅱ → 지역인재 순으로 선발

2)  동일 모집단위에 복수 지원 및 합격하였으나, 합격차수가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먼저 합격한 전형의 합격자로 

선발함

3)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하여 복수합격(충원합격 포함)한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되며, 지원자가 하나의 

모집단위를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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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구 분 일 시 비 고

최 초 2020. 12. 26.(토) 18: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  최초 및 1~4차 충원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5차 충원합격자는 전화로 개별 통보함

•�체육특기자전형의 충원합격은 종목별(단, 배구 및  

핸드볼의 경우 포지션별) 후보 1순위를 발표함

1차 충원 2020. 12. 31.(목) 10:00

2차 충원 2021.  1.  2.(토) 10:00

3차 충원 2021.  1.  3.(일) 10:00

4차 충원 2021.  1.  4.(월) 10:00

5차 충원 2021.  1.  4.(월) 21:00 까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합격자  
발표

가. 일시

나.  합격자 발표 시 전형별·모집단위별 충원순위를 발표하며, 미등록 및 등록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충원순위에 의하여 1~5차 충원합격자를 발표함

다. 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1)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 및 충원합격)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학생부교과 및 실기위주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의 3배수에 한하여 충원순위를 발표함

3)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에 대한 일정, 발표방법 등을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4)  5차 충원을 제외한 최초 및 1~4차 충원합격 발표는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전형기간 중 항상 홈페이지 

공고에 유의해야 함

※ 등록안내 등과 관련하여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5)  합격자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유의사항 및 기타 입학관련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6)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라. 불합격 처리에 관한 사항

1) 면접(실기)에 불참하거나, 기간 내 자기소개서를 입력(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각 전형별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과목을 위반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각 전형별 면접 및 실기고사(실적심사/체력검정)에서 과락하거나 지원자격에 미달한 경우

4) 단계별전형 과락처리 된 경우

구 분 학생부교과전형(사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서류평가 총점이 만점의 40% 미만 

- Matching 평가항목의 점수 합이 만점의 40%  

   미만 

- 평가항목별 미흡 이하(10점 중 0~4점)의 개수가  

   3개 이상

2단계(면접) •�100점 만점(기본점수 80점) 중 88점 미만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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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5) 제출기한 내 서류(자기소개서, 지원자격 서류, 추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6)  지원자의 수학능력이나 자질 등이 모집단위 내 다른 지원자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일 시 비 고

최 초 2020. 12. 28.(월) 10:00 ~ 12. 30.(수) 18:00

•�합격자 발표창에서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없음)

1 차  충 원 2020. 12. 31.(목) 10:00 ~ 18:00

2 차  충 원 2021.  1.  2.(토) 10:00 ~ 18:00

3 차  충 원 2021.  1.  3.(일) 10:00 ~ 18:00

4 차  충 원 2021.  1.  4.(월) 10:00 ~ 14:00

5 차  충 원 2021.  1.  5.(화) 10:00 ~ 16:00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

합격자  
등록

가. 일시

나. 등록확인

1)  합격자 발표창에서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2) 유의사항

가) 기간 내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합격이 취소됨

나)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자의 경우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됨

다)  수시모집에 합격(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 후보자 중 합격통보를 받은 자 포함)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라)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한 경우, 본 등록 시[2021. 2. 8.(월) ∼ 2. 10.(수)] 등록금 고지서가 교부됨

다. 등록금 납부

1) 납부 기간 : 2021. 2. 8.(월) 09:00 ∼ 2. 10.(수) 16:00 은행 영업시간 내에 한함

2) 납부 방법

가) 고지서 납부 :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전국 지점

나) 가상계좌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개인별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고유계좌로 입금 

다)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납부 :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전국  

지점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발행카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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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3) 유의사항

가) 납부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과 상관없이 합격이 취소됨

나)  등록금액은 등록기간 전까지 2021학년도 등록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위 기일까지 등록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수납하고, 등록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추후 차액을 고지함

다)  납부할 등록금액이 0원(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생 등)인 경우 입학 의사표시로 반드시 은행에 등록 처리를  

해야 함(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수납인 날인)

라) 등록금 납부 관련 사항은 충남대학교 재무과(☎ 042-821-5133)로 문의

마) 해양안보학전공 등록금 납부 관련 사항은 국가안보융합학부(☎ 042-821-60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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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일반전형)

모집인원 1,064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본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따라 교과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고등학교 출신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별도의  

교과성적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에 응시한자(탐구영역 2과목 응시)

구 분 사정유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면 접 수능최저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사범대학 제외)
일괄사정 100 100점(100) - 적용 100점(100)

사범대학
1단계 300 100점(100) - 미적용 100점(100)

2단계 100 100점(80) 100점(20) 적용 200점(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순위 인문계 자연계 비 고

1 면접고사 성적 고득점자 면접고사 성적 고득점자

해당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성적을 우선함

2 수능 반영 영역 등급 합산 우수자 수능 반영 영역 등급 합산 우수자

3 수능 영어영역 등급 우수자 수능 영어영역 등급 우수자

4 수능 국어영역 등급 우수자 수능 수학영역 등급 우수자

5 수능 수학영역 등급 우수자 수능 국어영역 등급 우수자

6 수능 탐구영역(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수능 탐구영역(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모집단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열),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졸업 전(3학년 2학기 기준)

수학, 영어, 과학 교과 70단위 이상(전문교과 포함)

다. 동점자 선발기준

세
부 

전
형
별 

안
내

Ⅳ Ⅳ. 세부 전형별 안내

※ 2021년도 졸업 예정자 모집단위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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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 기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자유전공학부
국어, 영어, 탐구 합산 10등급 이내

사범대학(국어교육/영어교육/교육학과) 국어, 영어, 탐구 합산 8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외 모집단위), 공과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나형 응시자 10등급 이내)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학과),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건설공학교육/기계· 

재료공학교육/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화학공학교육/기술교육), 간호대학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나형 응시자 10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가형 4등급 이내)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수학 가형, 영어 , 탐구 합산 9등급 이내

의과대학
국어, 영어, 과학탐구 중 상위 2과목과  

수학 가형 합산 4등급 이내

수의과대학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합산 6등급 이내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취득등급의 평균을 반영하고 지정과목은 없음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영역별 성적 산출내역 충족여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 2등급 + 영어 1등급 + 과학탐구평균 2.5등급 = 5.5등급 충족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학 가형 3등급 + 영어 1등급 + 과학탐구평균 2.5등급 = 6.5등급 미충족

※ 탐구영역 평균등급 산출 시, 소수점 포함하여 계산함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출신고교(졸업년도)

12345678 홍길동 02. 01. 15. 남 한국고등학교(2021)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과학탐구 영역

가형 화학Ⅰ 지구과학Ⅰ

등급 2 2 3 1 3 2

 수능최저학력기준 등급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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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면접일시 및 장소
2020. 12. 18.(금) 09:00 / 12:30 

※ 모집단위별 면접분반 시간 및 지정장소는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면접 실질반영점수
100점(기본점수 80점) / 실질반영점수 20점

※ 88점 미만은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됨

평가항목

  

  

  

•�인성 

- 주어진 임무에 헌신하는 소명감 및 책임감 

-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수행하려는 성실성 및 열성 

-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도덕성 

-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공정심

•�대인관계능력 및 리더십 

- 다양한 관점과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 타인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통솔력 

-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행시키는 추진력, 적극성

•�전공부합도 및 창의성 

- 모집단위 학문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이해도 

- 모집단위 학문에 대한 흥미 및 지원동기의 진정성 

- 주어진 상황에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내는 창의성 

-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능력 및 자기관리능력 

- 논제의 핵심에 대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 

- 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성 

- 주어진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기 주도성 

-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자기 인식 태도 

면접방법 2(면접위원) : 1(지원자) 면접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마. 면접고사(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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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원서접수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사범대학

지원자

•�자기소개서 1부 

(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외국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해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영사 

확인서 등 공증서류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

외국고출신자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제출 하였더라도 졸업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2021. 2. 24.(수)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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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493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함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에 응시한자(탐구영역 2과목 응시)

구 분 사정유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면 접 수능최저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사범대학 제외)
일괄사정 100 100점(100) - 적용 100점(100)

사범대학
1단계 300 100점(100) - 미적용 100점(100)

2단계 100 100점(80) 100점(20) 적용 200점(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순위 인문계 자연계 비 고

1 면접고사 성적 고득점자 면접고사 성적 고득점자

해당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  

성적을 우선함

2 수능 반영 영역 등급 합산 우수자 수능 반영 영역 등급 합산 우수자

3 수능 영어영역 등급 우수자 수능 영어영역 등급 우수자

4 수능 국어영역 등급 우수자 수능 수학영역 등급 우수자

5 수능 수학영역 등급 우수자 수능 국어영역 등급 우수자

6 수능 탐구영역(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수능 탐구영역(2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모집단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열),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졸업 전(3학년 2학기 기준)

수학, 영어, 과학 교과 70단위 이상(전문교과 포함)

※ 2021년도 졸업 예정자 모집단위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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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 기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자유전공학부
국어, 영어, 탐구 합산 10등급 이내

사범대학(국어교육/영어교육/교육학과) 국어, 영어, 탐구 합산 8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외 모집단위), 공과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나형 응시자 10등급 이내)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학과), 생활과학대학, 사범대학(건설공학교육/기계· 

재료공학교육/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화학공학교육/기술교육), 간호대학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나형 응시자 10등급 이내)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가형 4등급 이내)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9등급 이내

의과대학
국어, 영어, 과학탐구 중 상위 2과목과  

수학 가형 합산 4등급 이내

수의과대학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합산 6등급 이내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취득등급의 평균을 반영하고 지정과목은 없음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영역별 성적 산출내역 충족여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 2등급 + 영어 1등급 + 과학탐구평균 2.5등급 = 5.5등급 충족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학 가형 3등급 + 영어 1등급 + 과학탐구평균 2.5등급 = 6.5등급 미충족

※ 탐구영역 평균등급 산출 시, 소수점 포함하여 계산함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졸업년도)

12345678 홍길동 02. 01. 15. 남 한국고등학교(2021)

구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과학탐구 영역

가형 화학Ⅰ 지구과학Ⅰ

등급 2 2 3 1 3 2

 수능최저학력기준 등급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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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면접일시 및 장소
2020. 12. 18.(금) 09:00 / 12:30 

※ 모집단위별 면접분반 시간 및 지정장소는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면접 실질반영점수
100점(기본점수 80점)/실질반영점수 20점

※ 88점 미만은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됨

평가항목

•인성

- 주어진 임무에 헌신하는 소명감 및 책임감

-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수행하려는 성실성 및 열성

-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하려는 도덕성

-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공정심

•대인관계능력 및 리더십

- 다양한 관점과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 타인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통솔력

-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행시키는 추진력, 적극성

•전공부합도 및 창의성

- 모집단위 학문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이해도

- 모집단위 학문에 대한 흥미 및 지원동기의 진정성

- 주어진 상황에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내는 창의성

-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능력 및 자기관리능력

- 논제의 핵심에 대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

- 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성

- 주어진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기 주도성

-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자기 인식 태도 

면접방법 2(면접위원) : 1(지원자) 면접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마. 면접고사(사범대학)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사범대학

지원자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 2021년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2021.2.24.(수)까지 입학본부로 고교졸업(예정) 증명서를 추가제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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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국가보훈(지)청장이  

발급한 대학입학 특별 

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검정고시

외국고 출신자
•일반전형 제출서류와 동일함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모집인원 9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지원자격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본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에 따라 교과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고등학교 출신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별도의  

교과성적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사정유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수능최저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일괄사정 100 100점(100) 적용 안함 100점(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순 위 전 모집단위

1 학교생활기록부 영어 교과 성적 고득점자

2 학교생활기록부 국어 교과 성적 고득점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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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 53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인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다문화가정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결혼 전 친부(모)가 국적 포기사실 있는 경우 지원자격 안됨]

•2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자녀로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구 분 사정유형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수능최저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일괄사정 100 100점(100) 적용 안함 100점(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순 위 인문계 자연계

1 학교생활기록부 영어 교과 성적 고득점자 학교생활기록부 영어 교과 성적 고득점자

2 학교생활기록부 국어 교과 성적 고득점자 학교생활기록부 수학 교과 성적 고득점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모집단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열),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졸업 전(3학년 2학기 기준)

수학, 영어, 과학 교과 70단위 이상(전문교과 포함)

※ 2021년도 졸업 예정자 모집단위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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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서해5도 대상자

•�1항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및 부·모 주민등록초본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항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변경 주소지 전체(내역)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아동복지시설 생활(출신)자 증명서 1부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및 제4호 공동생활가정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증명서는 시·군· 

구청장(읍·면·동장)·복지시설의 장 발행 

(생활기간 명시)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추천서 1부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발급받은  

추천서에 한함

다문화가정 자녀

귀화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외국국적 부 또는 모의 국적이 명시되어야 함

- 한국국적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귀화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국적이었던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  귀화 전 국적과 귀화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위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  결혼 전 한국국적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직업군인의 자녀 •국방부 장관 추천서 1부

-  지원자가 호국장학재단에 개별 신청한 후  

장학재단에서 추천서를 우리 학교로 일괄  

제출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지원자격 검토를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격 서류는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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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종합Ⅰ(PRISM인재전형)

모집인원 481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개년도(2019년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나.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에 응시한자(탐구영역 2과목 응시)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학과에 한함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서류평가 면접고사 수능최저 전형총점

학생부종합Ⅰ

(PRISM인재)

1단계

200% / 300%

모집인원 5명 이하 3배수,  

6명 이상 2배수

200점

(100)
- 미적용

200점

(100)

2단계 100
200점

(≒66.7)

100점 

(≒33.3)

일부 적용 

(의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

300점

(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순 위 전 모집단위

1 서류평가 점수 고득점자

2 면접고사 점수 고득점자

3 서류평가의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4 서류평가의 인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5 면접고사의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6 면접고사의 인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나. 동점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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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 기준

사범대학(국어교육/영어교육/교육학과) 국어, 영어, 탐구 합산 9등급 이내

사범대학(건설공학교육/기계·재료공학교육/전기·전자· 

통신공학교육/화학공학교육/기술교육), 간호대학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12등급 이내

(수학 나형 응시자 10등급 이내)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수학 가형, 영어, 탐구 합산 10등급 이내

수의과대학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 합산 9등급 이내

의과대학
국어, 영어, 과학탐구 중 상위 2과목과  

수학 가형 합산 5등급 이내

다.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면접 일시 및 장소

2020. 12. 15.(화) 09:00/12:30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2020. 12. 16.(수) 09:00/12:30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2020. 12. 17.(목) 09:00/12:30 •공과대학, 사범대학(인문·자연계), 자유전공학부

2020. 12. 18.(금) 09:00/12:30 •농업생명과학대학

※ 모집단위별 면접분반 시간 및 지정장소는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라. 면접고사

※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선발 시 동점자에 의해 면접대상인원(2~3배수)이 초과될 경우 동점자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 탐구영역은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취득등급의 평균을 반영하고 지정과목은 없음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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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종합Ⅰ(소프트웨어인재전형, 영농창업인재전형)

구 분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소프트웨어인재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3

영농창업인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3

식물자원학과 3

원예학과 3

응용생물학과 3

생물환경화학과 3

모집인원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개년도(2019년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 

2)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나.  소프트웨어인재전형 

1)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영농창업인재전형 

1) 영농창업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의지가 있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서류평가 면접고사 수능최저 전형총점

학생부종합Ⅰ

(소프트웨어인재,  

영농창업인재)

1단계 300
200점

(100)
- 미적용

200점

(100)

2단계 100
200점

(≒66.7)

100점 

(≒33.3)
미적용

300점

(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순 위 전 모집단위

1 서류평가 점수 고득점자

2 면접고사 점수 고득점자

3 서류평가의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4 서류평가의 인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5 면접고사의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6 면접고사의 인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나. 동점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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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영농 
창업인재 
혜택 및  
유의사항

가. 해외연수 및 농어촌희망재단  「영농후계장학금」 우대(250만원/학기당)

나. 주전공 이외 「과채·특용작물영농창업전공」 농학사 학위 취득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ICT기반 과채·특용작물 영농창업인재양성사업단」에 참여하며  

졸업 후 영농창업 의지가 확고해야 함

라. 사업단의 교육과정(연계전공)을 이수해야 함

마. 전과 및 사업 참여의 중도포기는 원칙적으로 불가 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면접 일시 및 장소

•소프트웨어인재전형 : 2020. 12. 17.(목) 09:00/12:30 

•영농창업인재전형 : 2020. 12. 18.(금) 09:00/12:30

※ 모집단위별 면접분반 시간 및 지정장소는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다. 면접고사

※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선발 시 동점자에 의해 면접대상인원(3배수)이 초과될 경우 동점자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 4번 문항까지 작성해야함

•�학교장추천서 1부

   - 소프트웨어인재전형(서식 6-1)

   - 영농창업인재전형(서식 6-2)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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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종합Ⅱ(농어촌학생전형)

모집인원 108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 및 본인(부모포함) 거주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수 및 본인 거주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함

다. 유의사항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예정)자는 제외함

•�신활력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벽지 소재 제외)

•�재학기간 중 부모 및 본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신고말소 또는 직권거주 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고등학교(초·중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반대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부모의 이혼(법률상)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법률상)인 경우 다음 기준을 따름

공통 이혼·사망·실종(법률상) 이전까지 부모·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

이혼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지원자가 기본증명서 등에서 양육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와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함

사망 

실종

부모 중 한명이 사망(실종)인 경우, 법률상 사망(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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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서류평가 면접고사 수능최저 전형총점

학생부종합Ⅱ

1단계 300
200점

(100)
- 미적용

200점

(100)

2단계 100
200점

(≒66.7)

100점 

(≒33.3)
미적용

300점

(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순 위 전 모집단위

1 서류평가 점수 고득점자

2 면접고사 점수 고득점자

3 서류평가의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4 서류평가의 인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5 면접고사의 전공적합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6 면접고사의 인성 평가영역 점수 고득점자

나. 동점자 선발기준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면접 일시 및 장소

2020. 12. 15.(화) 09:00/12:30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2020. 12. 16.(수) 09:00/12:30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2020. 12. 17.(목) 09:00/12:30 •공과대학, 사범대학(인문·자연계), 자유전공학부

2020. 12. 18.(금) 09:00/12:30 •농업생명과학대학

※ 모집단위별 면접분반 시간 및 지정장소는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다. 면접고사

※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선발 시 동점자에 의해 면접대상인원(3배수)이 초과될 경우 동점자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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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자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지원자 기본증명서 1부, 

친권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변경 주소지 전체

(내역)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이수자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변경 주소지 전체

(내역)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6년) 이수자

-  지원자,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12년) 이수자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021. 2. 24.(수)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졸업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35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21     35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모집인원 45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전형방법 농어촌학생전형 방법과 동일(32쪽 참조)

단과대학 모집단위 2021학년도 기준학과 현황

경상 

대학

경제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경영학부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무역학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과, 유통정보과, 상업정보과, 정보처리과, 무역정보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회계정보과, 전자상거래과, 경영학과, 물류유통학과, 유통경영과, 인터넷과,  

인터넷정보과, 항해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공과 

대학

건축학과(5년) 건축과, 실내디자인과, 디자인과, 상업디자인과, 응용디자인과, 조경과, 토목과

건축공학과 건축과, 실내디자인과, 디자인과,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토목공학과 토목과, 건축과, 농업토목과, 조경과, 환경공업과, 기계과, 항공과

환경공학과 환경공업과, 환경화공과, 화학공업과, 토목과, 화공과, 환경보전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별 기준학과
※ 출신 고등학교별 교육과정 기준학과는 2020. 8월 중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에서 발표 예정

지원자격 가. 모집단위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유의사항

•�졸업(예정)학과와 모집단위별 기준학과가 다른 지원자는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포함

   ※ 전문교과 70단위 미만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종합Ⅱ(특성화고출신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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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단과대학 모집단위 2021학년도 기준학과 현황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농업기계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금형과, 문화콘텐츠과, 건축시공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식품가공과, 인쇄·출판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과, 자동차과, 전자기계과, 전자과,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과, 항공과, 동력기계과, 컴퓨터응용과, 

금속재료과, 조선과, 항만물류과, 전기과, 금형과, 냉동공조과, 환경공업과, 항해과, 농업토목과, 통신과

선박해양공학과
기계과, 자동차과, 전자기계과, 전자과,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과, 항공과, 컴퓨터응용과, 금속재료과, 

조선과, 항만물류과, 금형과, 동력기계과, 냉동공조과  

전기공학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컴퓨터융합학부

경영정보과, 멀티미디어과, 상업정보과, 영상제작과, 인터넷정보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정보과, 콘텐츠개발과, 통신과, 회계정보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정보처리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전자공학과 전기과, 전자과, 컴퓨터응용과, 전자기계과, 통신과, 정보처리과

전파정보통신 

공학과

전기과, 전자과, 영상제작과, 전자기계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인터넷정보과, 정보처리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컴퓨터응용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응용화학공학과 화학공업과, 화공과, 환경화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유기재료공학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화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농업경제학과 환경관광농업과, 유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유통과, 재무·회계과, 식품가공과, 농업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과, 원예(학)과, 농업과, 원예과

원예학과
식물자원과, 조경과, 식물자원학과, 생명공학기술과, 원예(학)과, 작물과, 원예과, 농업과, 식품가공과,  

농업토목과, 산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산림환경자원 

학과

조경과,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식품가공과, 농업토목과, 토목과, 건축시공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공업과, 동물자원과, 환경관광농업과, 농업기계과, 농업과, 원예(학)과, 작물과

환경소재공학과
조경과,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상업디자인과, 생명공학기술과, 실내디자인과, 환경공업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건축시공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과, 애완동물과, 식품가공과

응용생물학과 식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생물환경화학과 생명공학기술과, 화학공업과, 환경화공과, 식품가공과, 농업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수산식품과, 생명공학기술과

지역환경토목 

학과
농업토목과, 토목과, 조경과, 건축시공과

바이오시스템 

기계공학과

전자기계과, 기계과, 자동차과, 농업기계과, 동력기계과, 냉동공조과, 전자통신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정보처리과, 정보통신학과, 컴퓨터정보과,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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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단과대학 모집단위 2021학년도 기준학과 현황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디자인과, 섬유과, 의상과, 의류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생명공학기술과

소비자학과

관광경영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상업정보과, 유통경영과, 유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물류유통학과, 전자상거래과, 컴퓨터응용과, 복지서비스과, 멀티미디어과,  

광고홍보미디어과, 콘텐츠개발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문화콘텐츠과

사범 

대학

건설공학교육과 건축과, 토목과, 농업토목과

기계·재료 

공학교육과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전기·전자·통신 

공학교육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공업과, 화공과, 환경공업과, 환경화공과

기술교육과

건축과,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동물자원과, 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물류유통학과,  

산림자원학과, 상업디자인과, 상업정보과, 생명공학기술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물자원학과, 식품가공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인터넷정보과, 자동차학과, 자영수산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정보통신과, 조경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화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관광농업과, 환경화공과, 회계정보과, 자동차과, 건축시공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모집단위 기준학과가  

다른 지원자

(30단위 이상 이수자)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동일계열 확인서(서식 3)

•�출신학과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 사본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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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모집인원 35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전형방법 농어촌학생전형 방법과 동일(32쪽 참조)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나.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구 우선돌봄 차상위)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등록상 급여를 받고 있는 자와 거주해야 지원 가능

학생부종합Ⅱ(저소득층학생전형)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2020. 9. 16.(수) 이후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원본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지원자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지원자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차상위 

계층  

복지 

급여  

수급자

자활급여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한부모가정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구)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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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1부

-  2020. 9. 16.(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발급한 원본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온라인 

제공 동의

- 원서접수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서식 2)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과 

함께 관련 자료 제출

외국고 출신자
•�일반전형 제출서류와 동일함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서식 2)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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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모집인원 64명
※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8~10쪽 참조

전형방법 농어촌학생전형 방법과 동일(32쪽 참조)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나.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중증~경증)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학생부종합Ⅱ(특수교육대상자전형)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 기준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며, 장애진단서, 장애인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온라인  

제공 동의

- 원서접수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서식 2)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과 함께 관련  

자료 제출

외국고 출신자
•일반전형 제출서류와 동일함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서식 2)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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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전형방법

학생부종합Ⅱ(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모집인원 자유전공학부 리더십과조직과학전공 30명

지원자격 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

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체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재직기간 산정

- 2021.3.1.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부터 산정하며, 휴직기간은 제외함

※ 입학 후에는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서류평가 면접고사 수능최저 전형총점

학생부종합Ⅱ

1단계 200
200점

(100)
- 미적용

200점

(100)

2단계 100
200점

(≒66.7)

100점 

(≒33.3)
미적용

300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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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소개서 1부(서식 1) 
온라인  

입력

-  작성기간 :  

2020. 9. 23.(수) 09:00 ~ 9. 29.(화) 18:00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

•�재직증명서 1부(서식 4)

•�경력증명서 1부(서식 5)

•�산업체 4대 보험 가입확인서 1부

※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양식이 별도 있는 

경우 해당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체의 근로 재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영세창업·자영업자도  

반드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을  

하여야 함영세창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지원센터)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산업체 4대 보험 가입확인서 1부
-  2021. 3. 1.(월)기준 가입확인서를  

2021. 3. 5.(금)까지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67~68쪽 참조)

면접고사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2. 4.(금)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면접 일시 및 장소
 2020. 12. 18.(금) 09:00/12:30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 면접분반 시간 및 지정장소는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함

※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 선발 시 동점자에 의해 면접대상인원(3배수)이 초과될 경우 동점자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제출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4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21     43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지원자격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실기(일반전형)

모집인원 12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과학대학 무용학과

한국무용 4

현대무용 4

발  레 4

계 12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

실기고사 수능최저 전형총점
교과 비교과

무용학과 일괄사정 100 90점(16) 10점(4) 200점(80) 적용 안함 300점(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순 위 예체능계

1 실기고사 고득점자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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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일시 및 장소 2020. 12. 10.(목) 09:30 예비소집 이후 모집단위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실기내용 실기방법 배 점

한국무용
전공 기초 실기  
전공 작품 실기

•�전공기초 
- 기본기 따라하기 1분 
   (시험당일 10번 실연,  
    반복연습 후 시험응시)

•�전공작품 
- 수험생이 준비한 각자의 전공  
   작품으로 2분 이내 실시

200점
(최저 0점, 

최고 200점)

현대무용
전공 작품 실기

•�전공작품 
- 수험생이 준비한 각자의 전공  
   작품으로 2분 이내 실시발 레

심사방법 전공별 5인의 심사위원이 실기 심사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실기고사를 위한 복장 및 음악 준비(음악 CD 준비) 

※ 준비 복장

구 분 의 상 비 고

한국

무용

남자 흰색 저고리, 흰 고름, 흰 바지(속복), 흰 버선 또는 흰 코 슈즈 작품에 꼭 필요한  

소도구는 허용여자 흰색 치마저고리, 흰 고름, 흰 버선 또는 흰 코 슈즈

현대

무용

남자 검은색 레오타드, 흰색 타이즈, 맨발
소품 사용 불허

여자 검은색 레오타드, 살분홍 타이즈, 맨발

발레
남자 검은색 레오타드, 흰색 타이즈, 흰색 슈즈 작품에 꼭 필요한  

소도구는 허용여자 검은색 레오타드, 살분홍 타이즈, 토슈즈 및 슈즈

유의사항 실기고사에 불참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실기고사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외국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해외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영사확인서 등 공증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

외국고 

출신자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영사 

확인서)를 기제출 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

티유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재외한국

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2021. 2. 24.(수)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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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실기(체육특기자)

단과대학 모집단위
종목별 모집인원

종 목 포지션 인원(성별)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배 구
(비치발리볼 제외)

공격수 2(남)

센터 1(남)

세터 1(남)

핸드볼

센터백(CB) 1(남)

레프트백(LB) 1(남)

레프트윙(LW) 1(남)

골키퍼(GK) 1(남)

태권도(겨루기) - 3

볼 링 - 2(남)

요 트 -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육 상 - 3

체조(기계체조) - 3(여)

테니스 - 2(여)

계 23

모집인원 23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스포츠과학과

체육교육과

•�고교 3년 이내(2018. 3. 1. ~ 2020. 9. 28.) 국제 규모의 대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산하 

연맹 포함)의 전국규모 공인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입상한 자로 재학 중 취득한 실적이 있는 자

- 위 기간 내 권위 있는 국제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2020년도에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2019년도에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자 또는 3위 2회 이상 입상자

- 2018년도에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1위 입상자, 2위 2회 이상 입상자 또는 3위 3회 이상 입상자

•�고교 3년 이내(2018. 3. 1. ~ 2020. 9. 28.)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산하연맹 미포함)가  

추천한 단체경기 종목의 우수 선수

•�고교 3년 이내(2018. 3. 1. ~ 2020. 9. 28.)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후보 선수 포함)

※ 입상범위 인정 기준

·  수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최고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경기규정상 인정하는 공동 3위 입상자 

포함) 이내만 인정함[단, 테니스의 경우 개인전은 8위(1위·2위는 1위로 인정하고, 3위·4위는 2위로 

인정하며 5위·6위·7위·8위는 3위로 인정) 이내, 단체전은 3위 이내만 인정함]

·  입상은 개인입상자와 단체입상자를 모두 인정함(단, 단체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자만 인정)

·  기간 구분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  각종 초청경기, 친선경기, 연령별 대회, 신인 발굴전, 기타 대회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참가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대회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세부 지원 자격

※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을 인정하며 입상실적이 모호한 경우 우리 대학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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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학교생활기록부

실적심사 수능최저 전형총점
교과 비교과

체육특기자 일괄사정 100
90점

(≒27.6)

10점

(≒6.9)

100점

(≒65.5)
적용 안함

200점

(100)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순 위 예체능계

1 실적심사 고득점자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고득점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일시 및 장소 2020. 12. 10.(목) 12:30 예비소집 이후 모집단위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입상실적 평가 경기적성 평가 계 비  고

최저점 5점 0점 5점 입상실적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입상실적만 평가함최고점 50점 50점 100점

심사방법 종목별 5인의 평가위원이 경기적성 평가 기준표에 의거 심사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경기적성 평가를 위한 복장(체육복 또는 간편복) 준비

유의사항 실적심사에 불참한 자 또는 경기적성 평가 시 점수가 40%(2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실기고사

평가항목 평가내용

세부종목 및 포지션
지원자의 세부종목 및 포지션이 현재 본교 ○○부의 경기력 향상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신체적 자질
지원자의 체격(신장·체중) 및 체력(순발력, 근력, 지구력, 유연성, 협응성, 평형성, 민첩성 등)

수준이 ○○종목의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평가한다.

팀 기여도 지원자가 입학할 경우 본교 ○○부의 훈련과 경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경기 이해도
지원자가 ○○경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전술 그리고 경기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회 심리적 소양
지원자가 ○○종목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능력(집중력, 동기수준, 불안해소능력, 경기시야 등)과 

강한 팀웍을 위한 사회적 성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  실적심사 평가기준 

가) 경기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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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나) 입상실적 평가

•육상, 체조, 태권도, 볼링, 요트

등급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20년도 국가대표 1위 2위 3위     

2019년도   국가대표 1위 2위 3위   

2018년도     국가대표 1위 2위 3위

•테니스

등급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20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국가대표상비군
1위 2위 3위   

2019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국가대표상비군
1위 2위 3위

2018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국가대표상비군
1위 2위

- 개인전에 입상한 경우 등급별 평가배점

등급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평가배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5점 

- 단체전에 입상한 경우 등급별 평가배점

등급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평가배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단체종목 입상년도 및 등급별 평가기준

- 배구, 핸드볼

등급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2020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1위 2위
3위 

우수선수
    

2019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1위 2위 3위   

2018년도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1위 2위 3위

- 등급별 평가배점

등급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가배점 50점 40점 30점 25점 20점 15점 5점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경기실적증명서 1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

- 지원접수 마감일(2020.9.28.)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제출서류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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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국가안보융합전형-국토안보학)

모집인원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전공 21명(남자 19명, 여자 2명)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에 응시한 자

다.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021년 3월 1일 기준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

군인사법(법률 제16928호, 2020. 2. 4)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라.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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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순 위 선발기준

1 면접고사 고득점자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3 체력검정 고득점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면접고사 체력검정 수능최저 전형총점 비고

국토 

안보학

1단계 300
100점

(100)
- - 미적용

100점

(100)

2단계 100
100점

(≒69.0)

20점

(≒13.8)

20점

(≒17.2)
적용

140점

(100)

인성/신체검사

(합·불)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국어, 영어, 탐구 합산 10등급 이내

   ※ 탐구는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함

구 분 일 정 비 고

2단계 대상자 발표 2020. 11. 3.(화) 15:00 이후
-  충남대학교 및 국가안보융합학부 홈페이지  

공지[면접(실기) 시간·장소·추가서류 안내]

자기소개서 입력 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 온라인 입력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2단계 대상자  

예비소집
2020. 12. 10.(목) 08:30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결과지 포함) 제출

면접고사/인성검사 2020. 12. 10.(목) 09:00 - 예비소집 시 안내

마. 2단계 전형

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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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2) 면접고사

평가항목/기준
표현력, 논리성, 

사회성

지원동기, 성장환경, 

희생정신,  

국가관/안보관

신체균형/자세,

발성과 발음

국토안보학 전공에

부합하는 인재상

배점 20점(기본점수 4점)

면접방법 면접고사위원에 의한 면접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단정한 복장

유의사항
•2단계 전형에 불참하거나 면접고사 점수가 40%(8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자기소개서[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미입력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바. 체력평가

1)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신청 / 측정 후 인증서(결과지 포함)를 2020. 12. 10.(목)까지 국가안보융합학부로 직접 제출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1~3급 등) 
인증서(결과지 포함) 제출 체력평가

※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사유로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운영되지 않을 시 체력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시행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유효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결과지 포함/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제출 서류 중 제일 

높은 등급을 적용)

3) 평가내용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처리

•�인증등급이 3등급 미만자(인증등급 : 참여)는 건강체력 4개 항목 중 불합격 항목(3등급 미만) 수에 따라  

“4) 점수적용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

구  분 건강체력항목 운동체력항목(택1)

성인

(19∼64세)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택1 :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민첩성(10m왕복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청소년

(18세 이하)

•근력(악력)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

•근지구력(택1 : 윗몸말아올리기, 반복점프) 

•심폐지구력(택1 :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민첩성(일리노이검사)

•순발력(체공시간)

•협응력(눈-손협응력)

※ 나이는 인증서(결과지 포함)에 명시된 나이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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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4) 점수적용

구   분 만 점 1종목 불합격 2종목 불합격 3종목 불합격 4종목 불합격

점  수 20 18 16 14 0

※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3등급 이상)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5) 국민체력 인증센터 운영현황

지역 센터명 대표번호 비 고 지역 센터명 대표번호 비 고

서울

(6)

KSPO송파 02-410-1014 2개소

강원

(4)

원주 033-762-0110

성동 02-2286-7190 강릉 033-649-7711

동작 02-591-0101 춘천 033-250-6793

마포 02-337-7815 삼척 033-570-6857

서초 02-591-5999
전북

(3)

남원 063-633-7330

인천(1) 연수 032-820-4889 전주 063-221-7330

경기

(6)

화성 031-278-7548 군산 063-454-8761

부천 070-7707-5306

전남

(4)

순천 061-749-8946

오산 031-378-9220 나주 061-330-3388

성남 031-739-6717 곡성 061-363-4337

의정부 031-828-2100 목포 061-278-0155

시흥 031-498-7338 대구(1) 달서 053-634-8602

충남

(4)

KSPO아산 041-547-7336 2개소 세종(1) 세종 044-868-8323

천안 041-622-9350

경북

(4)

안동 054-854-7338

계룡 042-840-6302 김천 054-433-0020

대전(1) 서구 042-485-7330 구미 054-479-1369

충북

(4)

청주 043-485-7330 포항 054-272-8519

영동 043-740-1607 울산(1) 남구 052-259-1471

충주 043-852-7330

부산

(4)

사하 051-202-3500

증평 043-835-4171 사상 051-326-0100

광주

(3)

동구 062-230-7419 스포원 051-550-1631

북구 062-716-6100 남구 051-626-8215

광산 062-955-9109 경남

(2)

창원 055-712-0781

제주(1) 제주 064-759-8795 사천 055-835-2066

※ 반드시 홈페이지(http://nfa.kspo.or.kr/)를 확인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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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6) 체력평가 인증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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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사. 신체검사

1)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실시 후 2020. 12. 10.(목)까지 검사결과를 국가안보융합학부로 직접 제출 

(합/불로 검사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신체검사 검사항목 : 신체계측, 혈액검사, X선, 요검사, 안과검사, 심장검사, 구강검진 등

※ 병원별 검사결과 확인 소요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2) 신체검사 전일 21:00 이후부터 신체검사 종료까지 음식물(약물) 섭취 금지(공복유지)

※  약물 복용은 신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지하는 것이며,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 복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3)  신체검사 시 본인의 과거병력, 질환, 문신 등의 항목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취소 등의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합격과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합격은 별개이므로 본인이 직접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함

※ 육군 신체검사 기준표 : 육군모집 홈페이지 참조

- 질병관련 신체등위 합격기준 : 1~3급(육군 신체검사 기준표 준용)

- 신장과 체중에 의한 체격등위(BMI) 합격기준 : 1~3급(3급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불판정)

구 분 1급 2급 3급(심의) 4급(불합격)

남자

신장 161cm 미만     17 이상 ~ 33 미만 17 미만 33 이상

신장 161cm 이상 20 이상~25 미만
18.5 이상~20 미만

25 이상~30 미만

17 이상 ~ 18.5 미만

30 이상 ~ 33 미만
17 미만 33 이상

여자

신장 155cm 미만     17 이상 ~ 33 미만 17 미만 33 이상

신장 155cm 이상 20 이상~25 미만
18.5 이상~20 미만

25 이상~30 미만

17 이상 ~ 18.5 미만

30 이상 ~ 33 미만
17 미만 33 이상

※ 신장(측정단위 : 센티미터), 체중(측정단위 : 킬로그램), BMI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함

※ BMI는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서(결과지 포함) 발급시 평가결과지 참고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아. 인성검사

1) 별도 인성 검사 시행 후 합격/불합격 판정

2)  인성검사 문항 중에는 몇 가지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

자. 범죄경력·수사경력 확인

1)  수험생 본인이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본교 국토안보학전공에  

지원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입학 후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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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 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함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2단계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인 입력, 서식 1)

- 면접고사 대상자(1단계 합격자)만 작성함

- 입력기간 : 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 기간 내 미입력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1부

- 2단계 전형 당일[2020. 12. 10.(목)] 직접 제출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 합·불로 검사결과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서 

(결과지 포함) 각 1부

- 2단계 전형 당일[2020. 12. 10.(목)] 직접 제출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원본

-  인증등급(1~3급 또는 참여)과 체력요인 6가지 항목에 

대한 등급(점수)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대우 및  
특전

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시험에 합격시 4년간 등록금 전액이 국비로 지원 

(단, 군 장학예산의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 될수도 있음)

나.  충남대학교 학군단(ROTC) 지원 가능 

※ 여학생 학군단 최종 합격시 3, 4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장학금 이중수혜 제한)

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시 졸업과 동시에 소정의 군사교육 후 육군소위(공무원 7급 

수준) 임관

라. 학군단 선발 시 재학 중 소정의 군사교육 후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공무원 7급 수준) 임관

마. 특성화 교육에 따른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어학, 무도, 국내 및 해외문화탐방 등)

바. 재학 중 복수전공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

복무기간 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 임관 후 7년 

(의무복무기간 3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4년)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단으로 동시에 선발 : 임관 후 6년 4개월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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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유의사항 가. 재학 중 육군에서 시행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나. 전과는 불가능함(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가능)

다. 지원 시 장교로서의 복무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바람

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

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제10조 (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제11조(휴학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 

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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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2018. 1. 22.)

제12조 (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13조(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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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학생부교과(국가안보융합전형-해양안보학)

모집인원 국가안보융합학부 해양안보학전공 28명(남자 27명, 여자 1명)

지원자격 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에 응시한 자

다.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2021년 3월 1일 기준 만 16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

군인사법(법률 제16928호, 2020. 2. 4)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라.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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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순 위 선발기준

1 면접고사 고득점자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고득점자

3 체력검정 고득점자

다. 동점자 선발기준

구 분 사정단계
선발비율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면접고사 체력검정 수능최저 전형총점 비고

해양 

안보학

1단계 300
100점

(100)
- - 미적용

100점

(100)

2단계 100
100점

(≒66.6)

20점

(≒16.7)

20점

(≒16.7)
적용

140점

(100)

인성/신체검사/

신원조사(합 · 불)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비율)

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3~66쪽 참조)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중 3개영역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

구 분 일 정 비 고

2단계 대상자 발표 2020. 11. 3.(화) 15:00 이후

-  충남대학교 및 국가안보융합학부  

홈페이지 공지 

[면접(실기) 시간·장소·추가서류 안내]

자기소개서 입력 및

추가서류 제출
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 자기소개서(면접용)는 온라인 입력

- 자기소개서(신원조회용)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  서류 하단 중앙에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를 반드시 기재

- 모집요강(서식 7) 참조

2단계 대상자 예비소집
2020. 11월 중

- 장소 추후 공지

면접고사/체력검정/인성검사 - 예비소집 시 안내

마. 2단계 전형 일정



59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21     59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바. 면접고사

면접대상자 발표 2020. 11. 3.(화) 15:00 이후, 충남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nu.ac.kr)

평가항목/기준
•간부자질 : 국가·역사관, 품성·태도 등

•일반사항 : 상황 판단력, 표현력, 전문지식 등

배점 20점

면접방법 해군 면접고사위원에 의한 면접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단정한 복장

유의사항

•�2단계 전형에 불참하거나 면접고사 5개 평가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에서 0점을 취득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자기소개서[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미 입력 시 전형대상에서 제외

구분 성별 격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팔굽혀 
펴기
(2분)

남 4회 72회 이상 71~68회 67~64회 63~60회 59~56회 55~52회 51~48회 47~44회 43~40회 40회 미만

여 2회 35회 이상 34~33회 32~31회 30~29회 28~27회 26~25회 24~23회 22~21회 20~19회 19회 미만

  0.2점 20점 19.8점 19.6점 19.4점 19.2점 19점 18.8점 18.6점 18.4점 18.2점

윗몸 
일으 
키기
(2분)

남 4회 82회 이상 81~78회 77~74회 73~70회 69~66회 65~62회 61~58회 57~54회 53~50회 50회 미만

여 4회 71회 이상 70~67회 66~63회 62~59회 58~55회 54~51회 50~47회 46~43회 42~39회 39회 미만

  0.3점 30점 29.7점 29.4점 29.1점 28.8점 28.5점 28.2점 27.9점 27.6점 27.3점

1.5Km  
달리기

남 10"
6' 08"
이내

6' 09"~
6' 18"

6' 19"~
6' 28"

6' 29"~
6' 38"

6' 39"~
6' 48"

6' 49"~
6' 58"

6' 59"~
7' 08"

7' 09"~
7' 18"

7' 19"~
7' 28"

7' 28"
초과

여 10"
7' 39"
이내

7' 40"~
7' 49"

7' 50"~
7' 59"

8' 00"~
8' 09"

8' 10"~
8' 19"

8' 20"~
8' 29"

8' 30"~
8' 39"

8' 40"~
8' 49"

8' 50"~
8' 59"

8' 59"
초과

  0.5점 50점 49.5점 49점 48.5점 48점 47.5점 47점 46.5점 46점 45.5점

체력검정

1) 체력검정 종목별 등급 및 배점표

※ 평가 및 재측정은 해군본부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종목별 합산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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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아. 신체·인성검사 및 신원조사

1) 신체검사 기준

구 분 신장 및 체중(남녀구분) 질병 및 심신장애(공통)

신체검사

기준

•신장·체중 기준표의 신체등위 3급 이상

- 남자 : 159cm~196cm 미만, 17~33 BMI(kg/㎡) 미만 

- 여자 : 152cm~184cm 미만, 17~33 BMI(kg/㎡) 미만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3급 이상

•교정시력 0.6 이상

•색약 및 색맹 : 지원 불가 

2) 유의사항

- 신체검사 전일 21:00 이후부터 신체검사 종료까지 음식물(약물) 섭취를 금지(공복유지)

※  약물 복용은 신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지하는 것이며, 복용중단으로 인하여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 복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안과검사 시 렌즈 착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안경을 준비하여야 함

-  신체검사 시 본인의 과거병력, 질환, 문신 등의 항목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 취소 등의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3) 인성검사 : 해군 간부 선발 시 시행하는 인성검사(MMPI-Ⅱ) 적용(합격/불합격 판정)

- 검사내용 : 편집증, 우울증, 강박증, 반사회성 등 10개 요소 567문항[문답지 작성(OMR 카드)]

※  인성검사 문항 중에는 몇 가지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신뢰성이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함

4) 신원조사 : 적격 여부로 합격/불합격 판정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 제공 동의)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2. 2.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이전에 합격한 자에 한함

-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제출기간 : 2020. 9. 23.(수) 09:00 ~ 10. 6.(화) 18:00

2단계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신원진술서 1부(서식 7-1)

•개인정보동의서 2부(서식 7-2)

•자기소개서 2부(서식 7-3)

•기본증명서(상세/본인명의)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 1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간 : 2020. 11. 4.(수) 09:00 ~ 11. 6.(금) 18:00

-  자기소개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양식(서식 7),  

면접용(서식 1) 두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  서류 하단 중앙에 본인의 수험번호(8자리) 반드시 기재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원본제출/일부페이지 누락 시 불인정)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권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credit.com

코리아크에딧뷰로 : www.koreacb.com  

•자기소개서(면접용, 서식 1)
온라인  

입력

제출서류

※ 직접 발급하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 제출(군사안보지원사령부양식/면접용)은 각각 사항이므로 기간 내 제출, 입력(총 2회)해야 함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예시(개인신용정보조회서는 기관에 따라 다름)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핸드폰인증 후 발급,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을 시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후 발급

- 직접방문의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님 대리방문, 성인은 직접방문 가능



61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21     61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대우 및  
특전

가.  입학생은 해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자동 선발되어 4년간 등록금 전액이 국비로 지원 

(단, 군 장학예산의 변화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 될 수도 있음)

나. 졸업과 동시에 소정의 군사교육 후 해군소위(공무원 7급 수준) 임관

다. 특성화 교육에 따른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어학, 무도, 국내 및 해외문화탐방 등)

라. 재학 중 복수전공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

마. 해군 주최 정기행사 참여 및 해군부대 탐방

바. 해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해군장교로서의 조기적응 및 전역 후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복무기간 임관 후 7년(의무복무기간 3년, 장학금 수혜기간 복무 4년)

유의사항 가.  국가안보융합학부 해양안보학전공은 해군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계약학과로 재학중 해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혜자격의 취소 및 전과가 불가능함(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가능)

나. 지원 시 장교로서의 복무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바람

다. 입학 후 장교임관에 제한될 시 지원받은 모든 등록금은 해군본부에 반환해야 함

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

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제10조 (전학 등의 제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제11조(휴학 등)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휴학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또는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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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제14조(선발취소 신청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兵籍)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948호, 2018. 1. 22.)

제12조 (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13조(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 규정(2-1-4-규 12, 2019. 1. 16.)

제8조 선발취소

1.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가. 퇴학 또는 제적 시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제11조(휴학 등) 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학기말 평균성적이 7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선발연도 1학기 성적 포함)

라. 품행이 불량한 경우(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국가안보에 반하는 언행을 한 사람 등)

마.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전학하거나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

바.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선발취소를 신청한 경우

아. 고등교육법에 따라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졸업이 불가할 때

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 시 허위의 정보를 기록한 경우(타 군 및 타 기관 복수 지원자 포함)

차.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장교·부사관 임관이 제한되는 경우

카. 체력검정(입영주),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으로 장교·부사관 임관이 불가능한 경우

타. 그밖에 장교 및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 장학금 반납) 군 장학생으로서 수학중 선발이 취소되거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후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해병대 군 장학생은 해병대사령관)은 군 장학생이 수학기간 중 퇴학 또는 제적의 사유로 선발 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본인 또는 그의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장학생 선발취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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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구 분
적용대상 

고교졸업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1학년/공통교과 2·3학년/선택교과

전 모집단위 전 학년도 30 70

반영비율 
및 점수

구분 반영 교과 적용범위 점수산출 활용지표

2021년 졸업 예정자

(2015 개정교육과정 반영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역사,  

도덕포함), 과학,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전문교과 Ⅰ,Ⅱ

※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미 반영

전 모집단위 석차등급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

모집단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자연계열),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열), 간호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졸업 전(3학년 2학기 기준)

수학, 영어, 과학 교과 70단위 이상(전문교과 포함)

교과성적 
산출방법

가. 학년별 반영교과목 및 활용지표

나. 2021년도 졸업 예정자 모집단위별 최저 이수 단위 기준 적용

다. 교과목 반영기준

1)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과목석차를 우선으로 반영하며, 석차가 없을 경우는 평어를 반영함

2)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과목석차등급을 반영함

3)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함

4) 공통/선택(전문)교과로 구분하여 과목석차등급이 있는 교과성적을 반영함

    ※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는 1학년/2·3학년으로 구분

5)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과목석차만 있는 경우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과목석차등급으로 변환

- 평어만 있는 경우 평어를 과목석차등급으로 변환

-  특성화고 전문교과 중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석차등급이 아닌 과목점수가 있는 절대평가 과목의 경우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과목석차등급으로 변환

- 과목석차등급 반영자 중 과목석차등급이 없는 교과목[등급이 (·)로 표기된 경우 포함]은 미반영

구 분
인문·자연계 예체능계

산출방법 점 수 산출방법 점 수

1학년/공통 (1학년/공통 백분율×30점) 30점 (1학년/공통 백분율×15점)＋12점 27점

2·3학년/선택 (2·3학년/선택 백분율×70점) 70점 (2·3학년/선택 백분율×35점)＋28점 63점

계 100점 90점

라. 교과성적 산출방법

1) 학년별 산출방법

학
생
부 

반
영
방
법

ⅤⅤ. 학생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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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방법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과목 석차등급

반영자

•등급의 점수화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과목등급점수 : (1학기 등급 점수×단위수)＋(2학기 등급 점수×단위수)

•학년등급점수 : ∑(과목등급점수)÷∑(과목단위수)

•학년등급백분율 : 학년등급점수÷100

과목점수 반영자

[석차등급이 없는

절대평가 과목]

•�계산된 표준점수에 대하여 석차백분율 적용 

: 표준점수(Z)=[(본인점수)-(평균)]/(표준편차) 

  ※  표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3.0보다 클 경우 3.0으로, -3.0보다  

작을 경우 -3.0으로 적용함

•표준점수(Z점수)에 대하여 등급의 점수화

표준
점수

3.00~
1.76

1.75~
1.23

1.22~
0.74

0.73~
0.26

0.25~
-0.25

-0.26~
-0.73

-0.74~
-1.22

-1.23~
-1.75

-1.76~
-3.00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과목등급점수 : (1학기 등급 점수×단위수)＋(2학기 등급 점수×단위수)

•학년등급점수 : ∑(과목등급점수)÷∑(과목단위수)

•학년등급백분율 : 학년등급점수÷100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과목석차

반영자

•�과목석차에 대하여 석차백분율 적용 : [재적수+1-석차-{(동석차-1)÷2}]÷재적수 

※ 학기별 산출처리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학년석차 반영

•과목석차백분율에 대하여 등급의 점수화

석차
백분율

0.96
이상

0.89 0.77 0.60 0.40 0.23 0.11 0.04
0.04
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과목등급점수 : (1학기 등급 점수×단위수)＋(2학기 등급 점수×단위수)

•학년등급점수 : ∑(과목등급점수)÷∑(과목단위수)

•학년등급백분율 : 학년등급점수÷100

과목평어

반영자

•과목평어에 대하여 등급의 점수화

평어 수 우 미 양 가

등급 1 3 5 7 9

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과목등급점수 : (1학기 등급 점수×단위수)＋(2학기 등급 점수×단위수)

•학년등급점수 : ∑(과목등급점수)÷∑(과목단위수)

•학년등급백분율 : 학년등급점수÷100

2) 백분율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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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방법

검정고시

출신자

•반영과목 및 단위수

- 필수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및 선택과목 전부 반영

-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단위 수는 각각 3단위, 나머지 과목 단위 수는 각각 1단위

•교과성적 산출방법

검정고시
취득성적

100점 이상
95점 이상~
100점 미만

90점 이상~
95점 미만

85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등급 2 3 4 5 6 7 8 9

점수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 등급점수 : ∑(과목별 등급 점수×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단위수

•비교과성적 산출방법(예체능계만 해당)

교과성적 취득점수 90점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80점미만 60점이상~70점미만 60점미만

반영점수 8점 6점 4점 2점 0점

외국 고교

출신자

•반영과목 및 단위수

- 이수한 전 과목 반영(성적이 없는 시험과목 및 점수는 제외)

- 단위수가 없는 경우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년 단위 점수가 함께 표기된 경우 년 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만 반영

•교과성적 산출방법

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97~100 90~96 87~89 80~86 77~79 70~76 67~69 60~66 60 미만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 과목등급점수 : (1학기 등급 점수×단위수)＋(2학기 등급 점수×단위수) 

- 학년등급점수 : ∑(과목등급점수)÷∑(과목단위수)

- 학년등급백분율 : 학년등급점수÷100

•비교과성적 산출방법(예체능계만 해당)

교과성적
취득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반영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등 급 고교 재학 중 결석일수 배 점 등 급 고교 재학 중 결석일수 배 점

A 3일 이하 10 D 13∼18일 4

B 4∼7일 8 E 19∼25일 2

C 8∼12일 6 F 26일 이상 0

라. 비교과성적 산출방법(예체능계만 해당)

1) 고등학교 3개 학년 동안의 결석일수와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지각, 조퇴, 결과는 합 3회를 결석 1일로 함)

2) 질병·기타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비교평가 대상자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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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 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수 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 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 국 사 한국사

사    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    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러시아어Ⅰ,  

스페인어Ⅰ, 아랍어Ⅰ, 중국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러시아어Ⅱ,  

스페인어Ⅱ, 아랍어Ⅱ, 중국어Ⅱ, 베트남어Ⅱ

한 문 한문Ⅰ 한문Ⅱ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교과목 분류표

▶2021년 졸업예정자 기준

▶졸업자 기준

교 과 교 과 목 비 고

국 어
국어,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

수 학
실용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 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독해, 영어회화,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심화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전문교과 중 영어에 관한 교과
  

사 회

사회, 국사, 한국사,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정치,  

법과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전문교과 중  

사회에 관한 교과, 도덕,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현대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

역사/도덕 

포함

과 학
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Ⅰ,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전문교과 중 과학에 관한 교과
  

기술·가정
기술, 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농업생명과학,  

공학기술, 창업과 경영, 정보 전문교과 중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제2외국어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스페인어Ⅰ, 스페인어Ⅱ, 중국어Ⅰ, 중국어Ⅱ, 일본어Ⅰ, 

일본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아랍어Ⅰ, 아랍어Ⅱ,한문, 한문Ⅰ, 한문Ⅱ, 한문고전 전문교과 중  

외국어에 관한 교과 

  

※ 전문교과 Ⅰ,Ⅱ(예술, 체육계열 제외)로 분류된 과목은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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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요소 구성요소 평가기준(예시)

전공

적합성

Passion

열정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노력 하였는가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의식을 보이는가

목표지향성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가

Matching

전공부합도 •전공수학 및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학과 평가 기준에 적합한가

전체교과 및 전공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 및 성과

•�전체 교과 및 지원 전공 관련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성취도를 나타내며, 성장 및 변화되는 추이를 보이는가

인성

Sincerity

배려 •�타인의 처지, 생각,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온정적인 마음으로 행동 하였는가

협동심 •타인과 원만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하였는가

봉사정신 •�사회적 기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노력 하였는가

Responsibility

성실성

•주어진 바에 대하여 책임감과 끈기를 가지고 수행 하였는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맡은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삶과 생활에 충실히 임하였는가

자기주도성
•�학업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추진해나가며,  

매사에 주도적으로 임하였는가

창의성 Intelligence

논리적 사고

•제출 서류를 논리적으로 작성 하였는가

•�제출 서류에서 정보 분석 및 평가, 문제해결력, 의사결정 내용을 논리적으로  

보여 주는가

창의적 능력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는가

실제적 능력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상황 및 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평가기준(서류평가/면접평가 공통)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구 분 평가방법 평가위원 총 점

서류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 

정성평가 진행
2인

200점

(최저 0점,  

최고 200점)

면접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15분 이내 

개별면접 진행 
2인

100점

(최저 0점,

최고 100점)

평가방법

학
생
부
종
합
전
형 

서
류 

및 

면
접
평
가 

안
내

ⅥⅥ.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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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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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내용에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사교육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은 기재

할 수 없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항목(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성적, 어학연수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 함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 실명,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한 경우

-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등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한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장 명의의 학교설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추가 증빙자료 요청 시 해당 지원자는 관련 자료를 본교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우리대학은 지원자가 입력한 자기소개서를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표절, 대필, 서류

조작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 및 우리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심의

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유사도 검색

•�검증대상자의 자기 

소개서 진위여부 확인

- 전화인터뷰(전수조사)

- 현장실사(필요시)

- 소명서 제출

자기소개서 검증

•�관련 위원회를 통해  

심의 실시

-  학생부종합전형심의 

위원회(1차)

-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최종) 

위원회 심의

•�심의 결과를  

서류평가에 반영

-  유사도 수준과 내용에  

따라 일부 평가영역  

감점 또는 0점 처리

결과 처리

C수준 30% 이상

B수준 5% 이상~30% 미만

A수준 5% 미만

※ 유사도 수준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우리대학 지원자는 물론 타대학 지원자, 지난 학년도 

지원자의 자료와 유사도 검색 실시

•�검증대상자는 유사도 수준 B, C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유사도가 5% 미만일지라도 

표절이라 판단될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방법 및 처리절차 

나. 면접고사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지원자는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명찰, 교복착용을 

금지함

•�� 지원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장애인등록증, 행정

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면접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 면접고사 당일 휴대폰, 통신기기, 녹음기 등은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이후에라도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됨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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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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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유의사항

•지원·전형방법

가.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나.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에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함

다.  지원자가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됨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

가.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나.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입학취소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등에 외부 스펙을 기술할 경우, 서류평가 시 불이익이 있음

다.  가. 에 의거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반환함)

라. 가. 에 의거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선발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대학입학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 범위

1)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더라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됨)

2) 충남대학교 내 전형 간 복수지원 3회 가능함

나.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다. 이중등록 금지 원칙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2)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우리 학교의 경우 온라인 문서등록)는 1개 대학에만 납부(등록)하여야 함

3)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함

4)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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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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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수지원, 이중등록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

학을 무효로 함

2) 대학복수지원 금지 위반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을 취소함

마.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1)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후 반드시 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2)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불합격(합격취소, 입학취소 포함)에 관한 사항

가.  각 전형별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과목을 위반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지정된 기일까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다. 전형의 어느 한 요소(면접, 실기 등)라도 결시하거나 과락이 발생한 경우

라. 복수지원 또는 이중등록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마.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이 허위 또는 미달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바. 지원자격 및 서류제출 등 중요사항에 대해 3회까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사. 지정된 기간에 합격자 등록(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및 등록금 납부)을 하지 않은 경우

아.  기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입학 후 재학(졸업포함) 중이라도 이를 취소함]

자. 국가안보융합학부(국토안보학/해양안보학전공) 면접 및 신체검사 등 2단계 전형에 미응시 혹은 불합격(과락)한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지원자는 우리대학에서 지정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원본제시를 요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반환 받고자 할 경우 회신용 봉투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고, 이때 회신용 봉투의 겉봉에 지원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등기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및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지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라.  우리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및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고교 출신자나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발급기관장의 원본대조 확인) 또는 원본 확인이 가능한 전산출력물”을 제출하도록 함

마. 등기우편은 서류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택배우송은 서류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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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유의사항

가.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장애인등록증,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및 청소년증) 등은 수험기간 중 항시 휴대하여 면접고사 시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면접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나. 의예과, 간호학과의 면접은 문화동 보운캠퍼스에서 실시되니 면접대상자는 면접장소에 착오 없기 바람 

다.  면접 및 실기고사 당일 휴대폰, 통신기기, 녹음기 및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이후라도 휴대폰, 통신

기기, 녹음기 및 카메라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됨

라.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우리 대학교 공지가 없는 한 면접,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고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일반사항

가.  지원자(수험생)는 수험기간 중 충남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ipsi.cnu.ac.kr/)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함

※ 전형일정, 수험생 유의사항, 납부금 안내 등 입학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지 않음

나. 인터넷 접수가 완료(수험번호 생성)되면 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함

다.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변경 시 입학본부(1644-8433, 내선 ①번)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마.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완료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 충원합격 마감일[2021. 1. 4.(월) 21:00]이전에 기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를 하여야 함

바.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초과와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질병 휴학 및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학 제외)

아.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선발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자.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은 별도 우리 대학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입학본부 ☏ 1644-843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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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등록 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등록포기 및 환불에 대한 절차 안내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 
(http://www.cnu.ac.kr/)에 공고 예정임

구 분 일반전형료 면접(실기)고사료 인성검사료 합 계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18,000원 - - 18,000원

학생부교과(일반/지역인재전형-사범계)

실기(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교과(국가안보융합전형-해양안보학)

18,000원 4,500원 - 22,500원

학생부종합Ⅰ

학생부종합Ⅱ
30,000원 6,000원 - 36,000원

실기(일반전형)-무용 18,000원 45,000원 - 63,000원

학생부교과(국가안보융합전형-국토안보학전형) 18,000원 4,500원 18,000원 40,500원

전형료

전형료

※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Ⅱ(저소득층학생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는 전형료 면제

전형료 환불 및 면제사항

가. 단계별 전형의 경우, 1단계 탈락자에 한하여 면접(실기)고사·체력검정료를 환불함

나.  원서접수 결제 완료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단,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 전형료 일부를 

환불함. 이 경우 입증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환불함

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이므로 입학원서 작성 시 환불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전형료 환불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직접방문수령으로 가능하며, 계좌이체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환불계좌를 입력해야 함

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서류제출기간(2020.9.23.~10.6.)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경우 전형료를 

환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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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문의 : 학생과 042-821-5081, 5049, 5051

•장학금 지급주체의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인원, 지급내역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교내 장학금의 계속수혜기준은 별도 규정을 따르며,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에 한하여 장학혜택을 부여함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수능 4개 영역 반영 시 반드시 전 영역을 응시하여야 함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글로벌엘리트 A·B·C 및 대전·충청장학금에 한함)

•�국가장학금은 신청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만 수혜가 가능함 

(소득분위에 따라 수혜 여부 결정)

•등록금성격(학업장려비, 생활비 제외)의 교내·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수혜 불가

성적 장학금

명 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계속지급

평균평점
인 원 비 고

백마드림 

(Ⅰ)

-  학업장려금 

(학기당 500만원)

※  기준성적 등 유지 시  

8학기 계속 지원 

① 신입생 수능 표준점수 고득점자

② 의예·수의예과, 약학과 제외

3.75

이상

6명

(수시, 정시 포함)

-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백마드림 

(Ⅱ)

-  학업장려금 

(학기당 200~300만원)

※  기준성적 등 유지 시  

2학기 계속 지원

①  신입생 백마드림(Ⅰ) 장학생을  

제외한 수능 표준점수 고득점자

② 의예·수의예과, 약학과 제외

3.75

이상

10명 정도

(수시, 정시 포함)

-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글로벌

엘리트A

① 등록금 전액

②  학업장려금(학기당 180만원)

③ 해외프로그램 택1

•�복수학위(4개 학기 파견대학  

등록금 전액) 

•�방문학생(학기당 150만원)

•�교환학생(학기당 150만원)

④  본교 대학원(석사) 진학 시  

등록금 전액(4개 학기 지원)

모집시기별(수시/정시),

계열별(인문계/자연계)

수능성적 최우수자

3.75

이상

모집시기별/

계열별 각 1명

(총 4명)

  

글로벌

엘리트B

① 등록금 전액

② 학업장려금(학기당 180만원)

③ 해외프로그램 택1

•�복수학위(4개 학기 파견대학  

등록금 반액) 

•�방문학생(학기당 100만원)

•�교환학생(학기당 100만원)

④  본교 대학원(석사) 진학 시  

등록금 전액(4개 학기 지원)

모집시기별(수시/정시),

계열별(인문계/자연계)

수능성적 우수자

3.75

이상

모집시기별/

계열별 각 1명

(총 4명)

  

학
사
안
내

ⅧⅧ.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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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계속지급

평균평점
인 원 비 고

글로벌

엘리트C

① 등록금 전액

② 학업장려금(학기당 180만원)

③  본교 대학원(석사) 진학 시  

등록금 전액(4개 학기 지원)

모집시기별(수시/정시),

계열별(인문계/자연계) 

수능성적 우수자

(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3.75

이상

모집시기별/

계열별 각 1명

(총 4명)

  

대전
 ·

충청
등록금 전액(4개 학기)

대전·충남·충북·세종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인문계 : 수능 국어, 영어영역 각각  

3등급 이내인 자 중 수능상위자

•�자연계 : 수능 수학 가형, 영어영역  

각각 3등급 이내인 자 중 수능  

상위자(의예과, 수의예과 제외)

3.25

이상

총장이  

정하는 인원

※ ’20년: 30명

  

성적우수 등록금 전액
신입생 : 입학성적 우수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학기별 총장이  

정하는 인원
  

격려 입학금 및 등록금 일부C급
신입생 : 입학성적 우수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학기별 총장이  

정하는 인원
  

※ 참고사항

•글로벌엘리트, 대전·충남 장학생은 2회 이상 성적 미달 시 자격 탈락(1회 비지급 유예)

- 대학원 진학 시에도 지급기준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학부 포함 2회 이상 성적미달 시 자격 탈락(1회 비지급 유예)

•학업장려금은 학부생에게만 지급하며, 자퇴 시 전액 반납해야 함

- 글로벌엘리트 A·B의 경우 해외프로그램 혜택 중 복수학위(4개학기 파견대학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기에는 학업장려금 비지급

•�글로벌엘리트A와 글로벌엘리트B장학금의 ③해외프로그램과 ④본교 대학원(석사)진학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외프로그램은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④ 본교 대학원(석사)진학은 본교 학부(학사)졸업 후 1년 이내에 입학하는 경우

•�글로벌엘리트C 장학금의 ③본교 대학원(석사)진학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교 대학원(석사)진학은 본교 학부(학사)졸업 후 1년 이내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일부 장학금액

- 등록금일부A급: 구. 기성회비 상당액

- 등록금일부C급: 구. 수업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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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선발기준 선발인원 지급내역

이공계 •이공계 모집단위 신입생 중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성적우수자
한국장학재단 

최종선발

•�등록금 전액 

※ 일정 성적 유지 시 계속 지급

인문100년 •인문계 모집단위 신입생 중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성적우수자
한국장학재단 

최종선발

•�등록금 전액 

※ 일정 성적 유지 시 계속 지급

국가장학금 

Ⅰ·Ⅱ
• 소득분위(2020 기준 소득 8분위 이하)

한국장학재단 

최종선발

•�정부지원계획에 따름 

※ 학기당 평균 6,300명 지원 
     (’19년 기준)

국가장학금

명 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계속지급 평균평점 인 원 비 고

백마복지 등록금 일부(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국가장학금1유형 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준용 적격자

영탑A 등록금 전액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2.75 이상 적격자

영탑B 등록금 일부A급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75 이상 적격자

복지 장학금(저소득층 및 장애인)

명 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계속지급 평균평점 인 원 비 고

체육특기자 등록금 전액 체육진흥원 추천자 1.75 이상 적격자

보훈 등록금 전액(정규학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1.75 이상 적격자

새터민 등록금 전액(정규학기) 북한이탈주민 1.75 이상 적격자

특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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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선발기준 선발인원 지급내역

국가근로
•�소득분위 0~8분위 이하자 중 신청자  

학내 및 한국장학재단 지정 기관에서 근무

 학기별 

436명 정도

•�' 20년 기준 시급 

     -  교내 9,000원, 교외 11,500원

봉사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이하자 중 신청자  

학과 및 본교 각 부서에서 근무

학기별 

200명 정도
•�'20년 기준 시급 : 9,000원

근로장학금

장학금 명 선발기준 선발인원 지급내역

교외 장학재단

농어촌희망재단, 정수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 대상문화재단,  

현송교육문화재단 등 100여개 교외 장학재단

▶ 장학재단별 선발기준에 따라 별도 선발

학기당 150여명
장학재단 지정금액

(대부분 등록금 상당액)

교외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 30여개 공공기관

▶ 장학재단별 선발기준에 따라 별도 선발
학기당 50여명

기관 지정금액

(대부분 등록금 상당액)

개인 및 기업체
개인 독지가 및 50여개 외부 기업체(단체)

▶ 장학재단별 선발기준에 따라 별도 선발
학기당 50여명

기관 지정금액

(대부분 등록금 상당액)

재단 및 기타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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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문의 : 학생생활관 042-821-6181

규모

•원룸형 : 복도를 중심으로 호실이 마주보며, 실내에 화장실, 세면실 완비

•복도형 : 복도를 중심으로 호실이 배치되며 화장실, 세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아파트형 : 거실, 베란다를 6명이 공유하는 일반 아파트식 형태로 12명이 화장실, 세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

•기혼자실(원룸형) : 기혼자 부부가 사용하는 원룸형 구조로 화장실, 욕실, 조리시설 완비

구 분 형 식 특 징 정 원 비 고

직영

1동·6동 2인 1실 아파트형 649명 1동 RC동/6동 여자

2동·3동 2인 1실 원룸형 496명 2동 여자/3동 남자

4동 2인 1실 복도형 195명 남자

5동

2인 1실 아파트형 91명
남자

3인 1실
원룸형

48명

기혼자실 16실 조리 가능 (기혼 ‘부부’ 재학생을 전제)

이인구인재관

1인 1실

원룸형

18명

고시준비반2인 1실 32명

기혼자실 4실

1차 BTL
7·8·9·11동

1인 1실
원룸형

14명 7동 여자 장애우실/8동 남자 장애우실

2인 1실 2,478명 7동·11동 여자/8동·9동 남자

10동 기혼자실 원룸형 96실 조리 가능 (기혼 ‘부부’ 재학생을 전제)

2차 BTL

12동

2인 1실 원룸형 101명 남자

1인 1실 원룸형 34명
조리 가능 (기혼 ‘부부’ 재학생을 전제)

기혼자실 투룸형 15실

13동

1인 1실

원룸형

95명
여자

2인 1실 352명

장애인실 4명 여자 장애인실

직영·2차 BTL 백행사

2인 1실 아파트형 89명

의과대학 생활관(문화동 캠퍼스)2인 1실
원룸형

110명

1인 1실 40명

계 4,977명

   ※ 기혼자실은 신청자 미달 시 일반재학생 수용

입주자격

•�본교 최초 입학확정자 중 입학지원서 상 신청희망자 중에서 일정 인원만 선발 

단, 학생생활관 입주자 발표일 합격자조회 후 생활관비 납부 등 등록 절차 이행자에 대해서만 입사자격을 부여하며,  

2학년부터는 직전 2개 학기 평균 성적순으로 선발 

※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우선 선발에서 제외. 학기 시작 후 여석이 있을 경우, 보결신청 후 선발 가능

•�충원합격자부터는 입학포기자 현황에 따라 충원 가능

•학생생활관 합격자 중 의과대학, 간호대학 신입생은 전원 대덕캠퍼스로 배정

입주신청
•지원서 인터넷 접수 시 [2020. 9. 23.(수) ~ 9. 28.(월)] 기숙사 신청란에 신청

•지원서 인터넷 접수 외 별도 신청은 없으니 신중히 작성

입주자

발표일

•�2021. 1. 19.(화) 오후 2시 발표 예정【학생생활관 홈페이지】-【합격자 조회】 

※ 학생생활관 입주자 유의사항 필히 참조 

•생활관비 납부(예정)일 : 2021. 1. 21.(목) ~ 1. 22.(금)  09:00~23:00

   이틀간 개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KEB하나, 우리, 신한, 국민) 납부

생활관비

•2021년도 생활관비는 2020년 12월 말경 고지(예정)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기혼자실, 2차 BTL생활관, 백행사를 제외한 일반 사실 식사 형태는 선택적 의무식(4종 중 택1)으로 

평일 2식 의무식(조식&중식 중 1식, 석식) 및 주말 선택식

문의처
•학생생활관 통합행정실 : 042-821-6181(대표번호)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dorm.cnu.ac.kr/html/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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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란?
학습과 생활이 결합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숙공간과 생활공간이 연계되어 학업뿐만 아니라 창의·문화적 소양과  

지도자적 자질 형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밀착형 전인  

교육 시스템

활동

인센티브  

안내

•예술, 체육, 문화, 인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무료 강습

•우수 활동자 중 일부를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 파견. 충남대학교 총장상 수여 가능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RC 멘토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멘토로 선발 시 생활관 우선 선발(1인실)

•선택 프로그램 수료자는 2022년 생활관 입사 신청 시 가산점 2점(평균 성적+0.04점) 부여

프로그램 

운영 구성

•RC 지도교수 : 각 분야(예술, 체육, 문화, 인성 등)의 전문가로 멘토·멘티 상담 및 지도

•RC 멘토 : 학부 재학생으로 RC 멘티의 개인 역량 개발과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

•RC 멘티 : 학부 신입생으로 RC 멘토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를 통해 역량 향상

활동  

프로그램 

멘토링 활동 신입생-재학생 간의 실제적인 진로·생활상담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자율기획형 활동 RC 멘토-멘티 간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동아리 형태의 활동(활동비 지원)

선택 프로그램 언어, 예술, 체육, 컴퓨터 자격증 등 다양한 선택형 자기 계발 프로그램

토론 활동 사회적 이슈 중 토론 주제를 선택하고 진행하면서 사고력 및 언어구사력 향상

입주신청

•��지원서 인터넷 접수 시 [2020. 9. 23.(수) ~ 9. 28.(월)] 기숙사 신청 내 RC동(1동) 별도 신청 

※ 대전 거주자 신청(거주) 가능

•지원서 인터넷 접수 외 별도 신청은 없으니 신중히 작성

입주자

발표일

•�2021. 1. 19.(화) 오후 2시 발표 예정.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확인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입주대상자 유의사항 참조

•�생활관비 납부(예정)일 : 2021. 1. 21.(목) ~ 1. 22.(금) 09:00~23:00 

이틀간 개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KEB하나, 우리, 신한, 국민) 납부

생활관비

•2021년도 생활관비는 2020년 12월 말경 고지(예정)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참조)

•�1동을 RC동으로 운영(단, RC 참여 학생 수에 따라 동을 추가 지정·운영할 수 있음) 

식사 형태는 평일 2식 의무식(조식&중식 중 1식, 석식) 및 주말 선택식

문의처

•학생생활관 통합행정실 : 042-821-6181(대표번호) - ARS ③번

•충남대학교 RC 홈페이지(http://rc.cnu.ac.kr/xe/) 참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충남대학교 RC센터”검색 가능

학생생활관 RC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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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사제도 
문의 : 교무과 042-821-5022

복수전공

제도

복수전공은 학생이 입학하여 최초로 배정 받은 학과 또는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을 추가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범위 :  복수전공은 모든 학과(전공)간에 이수할 수 있으나,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의과대학 각 학과, 예술

대학 회화과, 조소과 및 관현악과, 수의과대학,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 학생은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국가안보융합학부 각 전공 학생은 제외한다.

•�이수대상 :  복수전공이 제한된 학과(전공)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재학생)은 제2학년 2학기부터(3개 학기 이상 이수자) 

복수전공을 지원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전공

제도

부전공은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는 부전공 불가)

•이수범위 및 이수대상 : 복수전공과 동일

교직과정

이수제도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부족 교원의 충원을 위하여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대 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사서교사), 심리학과(전문상담교사), 행정학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과, 무역학과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원예학과,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

간호대학 간호학과(보건교사)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물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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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프로그램명 내 용

복수학위제

소개
•�우리대학에서 졸업학점의 1/2 이상 수학하고 나머지 학점을 외국대학에서 취득하여 각각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류대학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일리노이공과대학,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오쉬코쉬 위스콘신대학,  

포트해이즈 주립대학, 이스턴 일리노이대학, 서던 아칸소대학, 슬리퍼리락대학, 노스 앨라배마대학,  

중국 연변대학, 몽골 국립대학 등

교환학생

소개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1학기~1년 동안 학생을 파견하고 상호 학점인정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에서 등록금이 면제됨

교류대학

 미국/캐나다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 락헤이븐대학, 머레이 주립대학,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캐나다 앨버타대학, 위니펙대학, 뉴펀들랜드 메모리얼대학, 레이크헤드대학 등

호주/뉴질랜드 호주 플린더스대학, 뉴질랜드 아라 캔터베리대학(구 CPIT)

프랑스 앙제대학, 뚜르대학, 릴과학기술대학, 노르망디경영대학, 숩바이오텍 등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튀빙겐대학,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 뮌헨응용과학대학,  

에어푸르트대학, 뒤스버그-에센대학, 키일대학 등

유럽 및 기타

스페인 꼬르도바대학, 레이다대학, 말라가대학,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노보시비르스크대학,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부카레스트)대학, 체코생명과학대학,  

터키 이스탄불 빌기대학, 앙카라대학, 에르지예스대학, 코스타리카대학 등

중국/대만

길림대학, 남경대학, 남경사범대학, 섬서사범대학, 산동대학, 중경대학, 하북대학, 

연변대학, 북경화공대학, 서북공업대학, 상해건교대학, 동북재경대학,  

대만국립사범대학, 대만국립중흥대학, 대만국립교통대학 등

일본

오사카대학, 큐슈대학, 에히메대학, 미야기가쿠인 여자대학, 돗토리대학,  

홋카이도대학, 오사카교육대학, 동경학예대학, 오타루상과대학, 나고야대학,  

고베대학 등

기타 아시아
말레이시아 푸트라 말레이시아대학, 싱가포르 난양폴리텍, 몽골 국제대학,  

태국 부라파대학 등

문의 : 국제교류본부 042-821-5013,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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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 용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파견

소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 1학기 동안 학생을 파견하고 수학한 후 학점 인정하는 프로그램

으로 파견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 우리 대학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금액은 파견대학마다 상이)

•학기 파견(정규과정, 혼합과정, 해외인턴십), 방학 단기 파견 등

•캐나다,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필리핀 자매대학으로 파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영어

어학연수

소개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 기간 동안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학연수 결과에 

따라 우리대학 해외어학연수 3학점 이수

교류대학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캐나다 앨버타대학, 호주 플린더스대학,  

뉴질랜드 아라 캔터베리대학 등

방문학생

소개
•�국외 자매대학에 6개월~1년 동안 방문하여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는 달리 해당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

교류대학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 캐나다 앨버타대학, 뉴펀들랜드 메모리얼대학 그렌펠캠퍼스,  

레이크헤드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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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프로그램
문의 : 기초교양교육원 042-821-5284, 7393

프로그램명 내 용

신입생 영어능력

진단평가

•�교양영어(Global English 1~4) 수업의 반편성을 위한 영어능력 진단평가

•�영어능력 진단평가 미응시자는 Global English 1부터 수강

•�시기 : 2021년 2월 중 실시

•�장소 : 백마교양교육관(W10)

기초학력 진단평가

(수학, 물리)

•�공과대학(건축학과, 컴퓨터융합학부 제외) 수학, 물리 진단평가 실시

•�평가 결과 수학 하위 20% 및 미응시자는 기초대학수학교과목 필수 이수

•�시기 : 2021년 2월 중 실시

•�장소 : 백마교양교육관(W10)

CNU 글쓰기 &

영어 클리닉

•�글쓰기와 영어에 대한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한 1:1 학습상담 및 개인 첨삭지도 

(온라인예약 : 기초교양교육원 홈페이지)

•시기 : 학기 중 실시

•장소 : 글쓰기클리닉 - 백마교양교육관(W10) 영어클리닉 - 공과대학 2호관(E2)

CRC(CNU READER Club)

프로그램

•독서 모임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전달능력 향상 및 비판적 태도 함양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CRC팀을 선발하고 8주간 활동 후 성과 발표

•시기 : 연중 실시

일취월장 학습법 워크숍

•�CNU 6대 역량에 부합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 역량 개발  

워크숍 제공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학습법 워크숍 지원

•시기 : 학기 중 실시

CNU 학습 동아리

•자기주도적 학습 주제 선정 및 팀원 간의 협동학습을 통한 창의적 학습능력 향상 도모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모임인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여 학내 학습동아리 우수 사례를 발굴·소개· 

확산시키고, 학습하는 대학문화 조성

•시기 : 연중 실시

학업UP 상상 튜터링

•학업UP 튜터와 상상 배우미 간의 협력 학습을 통한 전공 학습능력 향상 도모

•�해당 전공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튜터와 전공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배우미를 팀별로 선정하여 

학내 튜터링 우수 사례를 발굴·소개·확산시키고, 학습하는 대학문화 형성

•시기 : 학기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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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2020학년도 기준)

단과대학 모집단위 등록금 비 고

인문대학 전 모집단위 1,669,000   

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1,669,00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867,500   

무용학과 2,363,000   

기타 2,059,000   

경상대학 전 모집단위 1,657,500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2,422,000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1,669,000   

기타 2,043,500   

의과대학 의예과 2,988,000   

생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2,043,500   

예술대학 전 모집단위 2,390,00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377,000   

사범대학

인문계 1,669,000   

공학계 2,422,000   

수학교육과 1,867,500   

체육교육과 2,059,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2,150,500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전 모집단위 2,043,500   

자유전공학부 전 모집단위 1,669,000   

국가안보융합학부 국토안보학 전공 2,429,000   

※ 해양안보학전공은 계약학과로서 별도 등록금 지급기준에 의함

(1학기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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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지역번호 : 042) 비 고

입학관리(입학상담) 입학본부 (국번없이) 1644-8433 학부 신입학 내선 ①번

학적관리(휴학 등) 학사지원과(학적, 전과 등) 821-5031~4, 5029, 5036, 7094   

수강신청 학사지원과(수업) 821-5041~4, 5037, 5047   

복수전공, 교직이수 교무과 821-5022   

장학금 학생과 821-5082, 5084   

병사관계 학생과 821-5080   

등록금 납부·확인 재무과 821-5133   

취업 및 진로 현황 취업지원과 821-5083, 6154   

학생생활관 입사 학생생활관 821-6181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과(해외파견) 821-5128, 8079, 7084, 7048   

단과대학 행정실

인문대학 821-5312, 5313, 5314   

사회과학대학 821-6212, 6213, 6214   

자연과학대학 821-5412, 5413, 5414   

경상대학 821-5512, 5513, 5514   

공과대학 821-5612, 5613, 5617   

농업생명과학대학 821-5712, 5713, 5714   

의과대학 580-8115, 8141 보운캠퍼스

생활과학대학 821-6812, 6814   

예술대학 821-6912, 6913   

수의과대학 821-6761, 6751   

사범대학 821-8563, 8564   

간호대학 580-8301, 8321 보운캠퍼스

생명시스템과학대학 821-5572, 5491, 6411   

자유전공학부 821-8521   

국가안보융합학부 821-6083~5   

학사관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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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

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 

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며,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동의 :  )

<서식 1>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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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소프트웨어인재·영농창업인재전형 지원자만 작성

1) 소프트웨어인재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소프트웨어 필요성을 느끼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또는 계획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영농창업인재

-  영농창업에 대한 계획을 본인(가족)의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및 영농기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단, 관련 근거 서류는 입학 후 제출요청 할 수 있음

2020년        월        일

                                                                       작성자  ◯  ◯  ◯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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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서식 2> 학생부종합Ⅱ - 저소득층학생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지원자

정보

전 형 명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정보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지역 : 합격일:            년         월        일

국외고교 출신자

□
(※최근 순으로 작성)

①
소재국가 : 입학일:      년     월    일 졸업(예정)일:      년    월    일

학교명 :

②
소재국가 : 입학일:      년     월    일 전 출 일:      년    월    일

학교명 :

③
소재국가 : 입학일:      년     월    일 전 출 일:      년    월    일

학교명 :

[작성 유의사항]
1. 본 서식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작성합니다.

2.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야 합니다. 

4.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

6.  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
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본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작성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지원자 :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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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작성방법]

1. 활동일자 

    -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2. 활동내용: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에 준하는 활동 (※유의사항의 작성제한 내용 확인)

3. 작성분량: 1개 활동 당 100자 이내 (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10개 활동 작성 가능)

4. 증빙자료: A4용지 단면 기준 1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축소/양면 복사 금지)

연번
활동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발행)

기관

증빙자료

유무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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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지원모집단위 (                                     ) 대학        (                                     ) 학과(부)

출 신 고 교                 년            월            일    (                      ) 고등학교    (                      ) 학과 졸업(예정) 

출신 고등학교 학과와 지원모집단위 간 동일계열 여부 동일계열 (                )   비동일계열 (                )

•동일계열 확인은 본교 홈페이지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과별 기준학과’ 공지를 참고하여 작성

•�출신 고등학교 학과와 지원모집단위 간 비동일계열인 경우 아래의 전문교과 이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련 전문교과 이수 내역 확인과정에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

지원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  

이수 내역

(추천교사 작성)

과목명 이수단위 과목명 이수단위

        

        

        

        

        

        

        

        

위 학생은 충남대학교 특성화고출신자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 인 자 :                           고등학교장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서식 3> 학생부종합Ⅱ -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동일계열 확인서

직인

수험번호

※ 학교장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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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일정, 원서접수 및  
합격(충원) 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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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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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현 주 소

                                          

                                         전화번호 : (             )             -        

재직사항

산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속 직 위·직 급

재직기간       .           .           .           ∼ 2020. 9. 현재 (총재직기간 :         년         월)

산업체규모

(종업원수)
연락처   (             )             -        

산업체주소

(소재지)
등기우편번호 -

제출용도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지원용 제  출  처 충남대학교

산업체증명발급자

소속 :

성명 :                  (인)

연락처 :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월           일

산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수험번호

※ 증명발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재 직 증 명 서

<서식 4> 학생부종합Ⅱ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재직증명서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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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나    이

한 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Tel E-mail

Mobile 홈페이지

주 소

회 사 명 소속부서

담당업무 직 위

소 재 지 연 락 처

근무일수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출용도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지원용

산업체증명발급자

소속 :

성명 :                  (인)

연락처 :

위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월           일

산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수험번호

※ 증명발급자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경 력 증 명 서

<서식 5> 학생부종합Ⅱ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경력증명서



 2021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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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Ⅰ 소프트웨어인재전형 학교장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모집단위 공과대학       컴퓨터융합학부

출신고등학교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졸업 예정

위 학생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으므로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인재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확 인 자 :                           고등학교장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수험번호

※ 학교장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서식 6-1> 학생부종합Ⅰ - 소프트웨어인재전형 학교장추천서

직인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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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Ⅰ 영농창업인재전형 학교장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모집단위                    농업생명과학대학         (                     )과

출신고등학교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졸업 예정

위 학생은 영농창업 분야에 재능과 의지가 뚜렷하여

충남대학교 영농창업인재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확 인 자 :                           고등학교장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수험번호

※ 학교장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서식 6-2> 학생부종합Ⅰ - 영농창업인재전형 학교장추천서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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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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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충원) 발표 안내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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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진 술 서

<서식 7-1> 국가안보융합학부(해양안보학) 군사안보지원사령부양식 서류 : 신원진술서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미작성

성명(한자) (                       )  개명여부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확인)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국 적 관 계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국가명 :                  ) [    ] 외국국적(국가명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병

역

군 별 군 번 기    간 최종 계급 최종 근무지 미필사유

    ∼     

    ∼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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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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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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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

관계

(부모
· 

형제
· 

배우자
· 

자녀)

                

                

                

                

북한
·

해외

거주

가족

(3촌 이내)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워드 작성 가능)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개인서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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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히 표기 바랍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개인서명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국가안보지원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임관·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국가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에서 수집·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수집 항목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학력 관련 자료, 범죄(수사)경력 자료, 개인 신용  

관련 자료, 병적 자료, 국적 자료, 경력 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서식 7-2> 국가안보융합학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양식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수집 항목 : 정당 가입 여부, 범죄(수사)경력 자료, 개인신용정보, 공개자료, 주변 의견 조회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학생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및 면접평가 안내

지원자  
유의사항 및 전형료

학사 
안내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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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가정 및

성장환경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가능,

핵심내용 위주,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바랍니다.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학생회경험,

봉사활동 등)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가치관 등)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 주요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어학능력 등 포함

(입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수험번호 :                               이 름                            (서명 또는 날인)

<서식 7-3> 국가안보융합학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양식 서류 : 자기소개서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누락사항 없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워드 작성 가능)

※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개인서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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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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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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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

공과대학 2호관

자유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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