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칙 개정에 따라 추후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I학과(서울), 첨단소재공학과(안성) 신설

(변경 시 모집요강 수정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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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

◎ 전형방법 요약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 정원 

내
정원 
외 계 전형요소 수능

최저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404 - 404 학생부 100(교과70, 비교과30) ○

학교장추천 170 - 170 학생부 교과 60 + 서류 40 ×

학생부 

종합

다빈치형인재 590 - 590

서류 100 ×

탐구형인재 538 538

SW인재 75 - 75

사회통합 24 - 24

고른

기회

기회균등형 116 - 116

장애인 등 대상자1) - 8 8

특성화고졸재직자 1 204 205

논술위주 논술 789 - 789 논술 60 + 학생부 40(교과20, 비교과20) ○

실기/실적

위주

실기형 358 - 358
실기 + 학생부

(연극(연출/기획)전공은 서류평가 실시)

(모집단위별 비율, 선발방식 상이함)

△2)

특기형1) 48 - 48
체육특기: 수상실적, 적성실기, 학생부교과

(모집단위별 비율 상이함)

그 외: 수상실적, 적성실기

×

수시 계 3,113 212 3,325

정시

수능위주

일반 948 - 948

수능 100

(수능일반–체육교육과: 수능 80 + 서류 20)

×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업자 - 30 30

농어촌학생 - 156 15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58 58

실기형(가,나) 123 - 123

실기, 수능 (모집단위별 반영비율 상이함)실기/실적

위주
실기형(가,나) 159 - 159

학생부

위주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 40 40 서류 100

정시 계 1,230 284 1,514

합계 4,343 496 4,8393)

1) 고른기회(장애인 등 대상자), 실기/실적(특기형)은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음(단, 스포츠과학부 제외)
2) 실기/실적(실기형):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 사진)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3) 정원내 모집인원은 2019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25명 포함, 정원외 모집인원 중 재외국민은 제외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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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

구분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실적 위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형 특기형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 

SW인재

사회
통합

고른기회

기회균등형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

내

고

일반고, 자율고  ○1)  ○1) ○ ○ ○ ○ ○  ×2) ○ ○ ○

특

목

고

과고,외고,국제고 ○ ○ ○ ○ × ○ ○ × ○ ○ ○

체고,예고 × ○ ○ ○ × ○ ○ × ○ ○ ○

마이스터고 × ○ ○ ○ × ○ ○ ○ ○ ○ ○

영재학교 × × ○ ○ × ○ ○ × ○ ○ ○

특성화고 × × ○ ○ ○ ○ ○  ○3) ○ ○ ○

검정고시 × × ○ ○ × ○ ○ × ○  △4)  ○5)

외국고교 × × ○ × × ○ ○ × ○  △4)  ○5)

1) 일반고 및 종합고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지원 불가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가능(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이수자는 지원 불가)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4) 실기/실적(실기형): 일부 모집단위(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출/기획,연기,뮤지컬연기), 공간연출, 무용, 사진),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골프))에 한해 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자 지원 가능

5) 실기/실적(특기형): 체육특기 종목의 경우 국내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수시모집 전형별 전형요소 요약

전형요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실적 위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형
특기형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 
SW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전체 체육 그 외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 ○ ○ -
연극(연출/기획)

- -

자기소개서 - ○ ○ - - -

추천서1) - - ○ - - - -

학교생활

기록부(정량)

교과 ○ ○ - ○ ○ ○ -

비교과 ○ - - ○ ○ 출결(P/F) -

논술고사 - - - ○ - - -

실기(적성실기 포함) - - - - ○ ○ ○

수능 최저학력기준 ○ - - ○ 문예창작, 사진 - -

기타서류 - - △2) -

수상실적

(또는 

경기실적)

수상실적

1) 필수서류이나, 미제출 시 결격처리하지 않음(고른기회-특성화고졸재직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2)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에 한하여 ‘추가제출서류’ 제출이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전형별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공연영상창작학부(공간연출) 지원자에 한하여 ‘미술실적보고서’ 제출 
가능(2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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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가. 입학원서접수 주요사항

   - 접수기간: 2020. 9. 23.(수) 오전 10시 ∼ 28.(월) 오후 6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접수

나. 입학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사진 업로드를 위하여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파일(jpg, gif 파일형식)을 준비

     

     

     

     ※ 전형료 결제 이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접수 대행업체에서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유의 사항을 엄수
     ※ 수험표는 출력하여 수험생이 보관, 전형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우편 제출하지 않음)

입학원서 작성

(필수사항 입력 후 저장)
유의사항 확인원서접수 선택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cau.ac.kr)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
(원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한 상태)

전형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접수 완료

(수험번호 확인)

서류제출 대상자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 준비

우편으로 서류제출

다.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

  1) 원서접수 마감 일시

    - 2020. 9. 28.(월) 오후 6시 정각(접수업체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마감 시간에 다수의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 완료 바랍니다.

  2)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정각 이전에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입학원서접수 방법 도표 참조)까지 마친 

지원자에 한하여 오후 6시 20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정각 이전에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입학원서접수 방법 도표 참조)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정각 이전에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입학원서접수 방법 도표 참조)까지 마쳤으나 오후 6시 

20분까지 전형료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4) 전형료 결제(입금)후에는 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입력)하여야 합니다.

  5) 원서접수 완료 후 지원전형 및 모집단위 변경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 취소는 불가합니다.

  6)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되는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학원서수정신청’을 통해서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정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사본 업로드를 필수로 요합니다.

  7) 전형료의 환불을 위해 반드시 계좌번호 란에 우체국 및 시중은행의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번호와 해당 

예금주명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지원자의 오기입으로 인해 전형료 환불 시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기타 인터넷 원서접수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 접수업체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서접수 지정업체 연락처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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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일정

전형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자기소개서 및 
고교교사추천서

입력/수정

1단계 
합격자발표 논술/실기 최초

합격자발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w 원서접수: 

9.23.(수) 10시

∼28.(월) 18시

w 서류제출: 

9.23.(수)

∼10.5.(월)

우편소인기준

- - - 12.27.(일) 14시

학교장추천 w 자기소개서: 

9.23.(수) 10시

∼10.5.(월) 18시

w 교사추천서: 

9.29.(화) 10시

∼10.5.(월) 18시

(특성화고졸재직자 

제외)

- -

12.22.(화) 14시학생부 

종합

다빈치형인재

- -

탐구형인재

SW인재

사회통합

고

른

기

회

기회균등형

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논술

위주
논술전형 - -

자연: 12.12.(토)

인문: 12.13.(일)
12.27.(일) 14시

실기/

실적 

위주

실기형

w 자기소개서: 

9.23.(수) 10시

∼10.5.(월) 18시

(연출/기획전공에 한함)

전형 세부내용 참고

(49p)

문예창작, 사진 외: 

12.4.(금) 14시

문예창작, 사진: 

12.27.(일) 14시

특기형 - -

체육(개인): 11.7.(토)

체육(단체): 11.8.(일)

연기: 11.7.(토)

문학: 11.7.(토)

11.20.(금) 14시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각 전형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입력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논술전형 모집단위별 논술일정(46p 참조)

마. 등록일정

  1) 등록예치금 납부: 2020. 12. 28.(월) ∼ 30.(수) 16시(은행 마감시간까지), 예치금 추후공고

  2)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 충원 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21시 까지 (인터넷 발표, 차수별 세부발표일정 추후 공고)

   - 충원 합격자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5.(화) 16시 까지 (은행 마감시간까지, 차수별 세부등록일정 추후공고)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또는 ATM 입금

      ※ 세부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

      ※ 일부 전형은 충원 진행하지 않음

  3) 잔여등록금(본등록) 납부: 2021. 2. 8.(월) ∼ 2. 10.(수) 16시(은행 마감시간까지)

※ 세부사항은 “Ⅳ. 등록 및 충원합격 안내” (72-7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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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안내

가. 전형료 납부액

    

전형 전형료(원)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30,000
학교장추천 50,000

학생부종합

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 SW인재 50,000
사회통합 면제

고른기회

기회균등형(농어촌학생) 20,000
기회균등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면제
특성화고졸재직자 50,000

논술 60,000

실기/실적

실기형 85,000

특기형
문학/연기 특기 60,000
체육(단체,개인) 특기 75,000

 

     ※ 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나. 전형료 반환 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환불되는 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계좌로 반환됩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반환 기준(제42조의3)

  ① 기본 반환 기준

전형료 반환 기준 반환금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원서접수 시 전형료 반환대상여부에 대상자임을 입력하고, 아래 관련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페이지에 

  2020. 10. 5.(월)까지 PDF 파일로 업로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함.

구분  자격증빙서류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기준 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장애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우선돌봄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제출

전형료 전액

• 응시자의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액 전액

• 본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입원기간은 전형일을 포함해야 함)

전형료 전액

• 단계별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 실기/실적(실기형)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출/기획), 연극(연기, 뮤지컬연기), 영화, 문예창작), 미술학부, 

디자인학부, 글로벌예술학부 1단계 탈락자
45,000

- 실기/실적(실기형) 공연영상창작학부(공간연출) 1단계 탈락자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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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기 기준(① 기본반환기준) 외 반환 기준

    상기 전형료 반환 사유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전형료 일부를 반환합니다.

 ※ 서류 미제출, 단순변심, 전형 일정 중복, 결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 각종 개인사유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완료 후 취소는 불가하며, 증빙서류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아래 표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반환함

구   분 반환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경과 전 전형료의 70%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경과 이후 ∼ 전형 1일 이전 전형료의 50%

상기 외 반환하지 않음

2)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기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작성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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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입학관련 모든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를 통해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1) 중앙대학교 수시의 모든 전형에 대하여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이에 유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산업·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3)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1)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2)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등록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라.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마. 지원자 유의사항

 1)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서류 미제출,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대리시험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본인 및 관련자는 입학 후라도 입학취소 처분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아울러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 및 입학할 수 없습니다.

 3)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충족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4)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접수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입학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입학 성적이 현저하게 낮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7) 합격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합격자 발표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또는 컴퓨터 조작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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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국고교 졸업자 중 최종 합격자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가) 제출대상: 외국고교 졸업자 중 최종 합격자

나) 제출기한: 2021. 2. 26.(금)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다) 제출방법: 합격자 전원 우편제출

라) 제출대상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해당서류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마) 제출대상서류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바)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 발행서류의 경우 당해 

학교장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대체합니다. / 문의처: 외교부(02-2002-0251/0252)

 10)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12) 지원 자격 적합 여부 및 전형결과, 선발원칙 불이행, 부정청탁, 서류 허위기재, 위변조 등 사안에 대한 제보 또는 

이의 신청은 중앙대학교 사이버감사실로 접수 가능합니다.

 13)「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과학기술원, 경찰대학, 3군(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4) 기타 문의사항: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

                    입학처 상담전화(02-82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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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전공개방모집) 인문

355

 - 가 36 　 36 36 

국어국문학과 인문 39 7 10 7 3 ○ 8 35 가 　 2 2 37 

영어영문학과 인문 97 10 10 19 27 2 4 ○ 15 87 가 　 5 2 7 94 

유럽문화
학부

독일어문학 인문 26 4 5 10 ○ 5 24 가 　 2 2 26 
프랑스어문학 인문 32 5 6 9 3 ○ 6 29 가 　 　 - 29 
러시아어문학 인문 25 5 5 8 ○ 5 23 가 　 2 2 25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인문 29 5 4 10 2 ○ 5 26 가 　 2 2 28 

중국어문학 인문 39 4 8 16 2 ○ 5 35 가 　 2 2 37 

철학과 인문 34 6 9 7 2 ○ 6 30 가 　 2 2 32 
역사학과 인문 34 7 8 7 2 ○ 6 30 가 　 2 2 32 

사회
과학

(전공개방모집) 인문

416

- 가 41 　 41 41 
정치국제학과 인문 44 8 11 11 2 ○ 9 41 가 　 2 3 5 46 
공공인재학부 인문 96 11 12 17 20 2 5 ○ 19 86 가 　 6 6 92 

심리학과 인문 48 9 10 11 2 ○ 11 43 가 　 4 4 47 

문헌정보학과 인문 34 7 8 7 2 ○ 7 31 가 　 2 2 33 
사회복지학부 인문 48 7 10 11 3 ○ 12 43 가 　 3 3 4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인문 58 6 5 11 14 3 ○ 13 52 가 　 3 3 55 
사회학과 인문 44 8 9 11 2 ○ 10 40 가 　 2 3 5 45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인문 44 8 10 9 3 ○ 10 40 가 　 3 3 43 

사범

교육학과 인문 30 5 8 1 5 19 나 11 11 30 

유아교육과 인문 30 5 8 1 5 19 나 11 11 30 
영어교육과 인문 50 5 9 8 1 8 31 나 19 1 20 51 
체육교육과 예체능 30 15 15 가 15 15 30 

자연
과학

(전공개방모집) 자연

166

　 - 나 30 30 30 
물리학과 자연 39 6 10 9 ○ 10 35 나 　 2 2 4 39 

화학과 자연 39 5 7 8 2 ○ 8 30 나 　 2 2 4 34 

생명과학과 자연 49 7 8 9 2 ○ 11 37 나 　 3 3 40 
수학과 자연 39 6 7 11 ○ 10 34 나 　 2 2 4 38 

공과

(전공개방모집) 자연

452

　 - 나 88 88 88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 자연 55 8 12 10 2 ○ 17 49 나 　 3 3 52 
도시시스템 자연 30 5 7 6 2 ○ 7 27 나 　 - 27 

화학신소재공학부 자연 70 8 13 14 ○ 16 51 나 　 3 3 6 57 

기계공학부 자연 135 10 10 19 21 2 ○ 36 98 나 　 4 7 6 17 115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자연 82 7 8 12 12 2 ○ 23 64 나 　 3 6 4 13 77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제 자연 40 6 10 7 2 ○ 11 36 나 　 2 2 38 
건축학-5년제 자연 40 5 6 6 ○ 6 23 나 17 2 2 21 44 

창의
ICT
공과

(전공개방모집) 자연

284
　 - 다 61 61 61 

전자전기공학부 자연 200 17 17 27 34 2 8 ○ 55 160 다 　 3 8 4 15 175 

융합공학부 자연 84 9 10 12 17 3 ○ 17 68 다 　 2 5 7 75 
소프트웨어대학 자연 150 6 75 ○ 14 95 다 55 3 6 4 68 163

경영
경제

(전공개방모집) 인문

704

- 다 143 143 143 
경영학부(경영학) 인문 374 37 28 38 43 2 16 ○ 135 299 다 　 10 12 6 28 327 

경영학부(글로벌금융) 인문 48 5 9 10 ○ 14 38 다 　 - 38 

경제학부 인문 121 8 8 20 23 2 6 ○ 30 97 다 　 5 5 2 12 109 

응용통계학과 인문 37 5 5 8 2 ○ 10 30 다 　 2 2 32 
광고홍보학과 인문 47 7 8 11 ○ 12 38 다 　 3 3 6 44 
국제물류학과 인문 44 6 8 11 ○ 10 35 다 　 3 3 6 41 

산업보안학과(인문) 인문 13 5 ○ 5 10 다 　 - 10 

산업보안학과(자연) 자연 20 5 ○ 5 10 나 10 10 20 

지식경영학부 인문 1 205 205 나 　 40 40 245 

2021학년도 모집인원 요약 총괄표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 모집단위별 세부 모집인원은 전형별 모집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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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의학부 자연 86 10 10 26 46 가 40 　 40 86 

적십자
간호

간호학과(인문) 인문 140 8 8 16 10 8 20 70 다 70 4 3 77 147 

간호학과(자연) 자연 160 9 9 18 13 2 6 27 84 다 80 5 4 89 173 

안
성

생명
공학

(전공개방모집) 자연

325

　 - 가 68 68 68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자연 66 12 10 15 3 ○ 15 55 가 4 4 59 

식물생명공학 자연 60 10 8 12 3 ○ 13 46 가 4 4 50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자연 89 17 10 16 2 4 ○ 22 71 가 6 6 77

식품영양 자연 50 10 8 12 2 ○ 8 40 가 4 4 44 

시스템생명공학과 자연 60 12 9 9 3 ○ 15 48 가 4 4 52

서
울

예술

공연영상
창작학부

연극(연출/기획) 예체능

96

12 4 4 나 8 8 12

연극(연기) 예체능
34

24 2 26 나 - 26 

연극(뮤지컬) 예체능 8 8 나 - 8 

영화 예체능 30 15 15 가 15 15 30 

공간연출 예체능 20 3 7 10 나 10 10 20

안
성

문예창작 예체능

117

36 10 22 4 36 나 - 36 

사진 예체능 47 32 32 나 15 15 47 

무용 예체능 34 36 36 가 - 36 

미술학부

한국화 예체능

75

25 13 13 가 12 12 25 

서양화 예체능 25 13 13 가 12 12 25 

조소 예체능 25 13 13 가 12 12 25 

디자인학부

공예 예체능

168

30 4 4 가 6 20 26 30 

산업디자인 예체능 33 5 5 가 8 20 28 33 

시각디자인 예체능 33 6 6 가 7 20 27 33 

실내환경디자인 예체능 27 5 7 ○ 12 가 10 5 15 27 

패션 예체능 45 6 8 ○ 14 가 22 10 32 46 

음악학부

작곡 예체능

124

24 4 4 나 20 20 24 

성악 예체능 32 6 6 나 26 26 32 

피아노 예체능 32 6 6 나 26 26 32 

관현악 예체능 36 15 15 나 21 21 36 

전통예술
학부

음악예술 예체능
85

45 33 33 가 12 12 45 

연희예술 예체능 40 40 40 가 - 40 

글로벌예술학부 예체능 21 21 21 나 　 - 21 

체육 스포츠
과학부

생활․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예체능
120

90 42 42 나 48 48 90 

골프 예체능 30 31 31 나 - 31 

예술공학대학 자연 133 10 9 16 13 5 ○ 11 64 나 70 4 74 138

서울/안성 전 모집단위1) 　 8 - 8 
계 4,318 404 170 590 538 75 24 116 205 8 789 358 48 3,325 948 123 30 156 58 40 159 1,514 4,839

1)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장애인 등 대상자)은 서울캠퍼스 6명, 안성캠퍼스 2명 선발(모집인원표에서 ‘o’표기 된 모집단위에 한하여 선발)

 ※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9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25명이 포함된 인원이며, 약학부는 신입학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 정원 외 전형: 수시-장애인 등 대상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시-특성화고졸재직자, 특성화고졸업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단,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 모집인원 중 1명은 정원내 인원임)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2019.03.∼2023.02.]

 ※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추후 확정, 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월중 변경내용 공고예정)

    - AI학과(서울), 첨단소재공학과(안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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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개설전공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소재지 입학
정원

신입학 모집인원

정원 
내

정원 
외 합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전공, 

프랑스어문학전공, 러시아어문학전공),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전공, 

중국어문학전공), 철학과, 역사학과

서울 355 355 21 376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언론정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서울 416 417 31 448

사범대학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체육교육과 서울 140 140 1 141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서울 166 166 15 181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도시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력전공, 발전기계전공, 발전전기전공)

서울 452 453 45 498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나노바이오소재공학전공) 서울 284 289 22 311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서울 150 150 13 163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지식경영학부
서울 705 711 298 1,009

약학대학 약학부(약학전공, 제약학전공)1) 서울 120 - - -

의과대학 의학부 서울 86 86 - 86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서울 300 304 16 320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식물생명공학전공),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전공), 시스템생명공학과
안성 325 328 22 350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영화전공, 공간연출전공) 서울 96 96 - 96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사진전공, 무용전공) 안성 117 119 - 119

미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안성 75 75 - 75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패션전공)
안성 168 169 - 169

음악학부(작곡전공, 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안성 124 124 - 124

전통예술학부(음악예술전공, 연희예술전공) 안성 85 85 - 85

글로벌예술학부(TV방송연예전공, 실용음악전공,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전공)
안성 21 21 - 21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생활·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산업전공, 골프전공) 안성 120 121 - 121

예술공학대학 컴퓨터예술학부 안성 133 134 4 138

※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서울

안성
- - 8 8

총계 4,438 4,343 496 4,8392)

1) 약학부는 신입학으로 선발하지 않음
2) 정원내 모집인원은 2019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25명 포함, 정원외 모집인원 중 재외국민은 제외

 ※ 학칙개정에 따라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추후 확정, 공지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I학과(서울), 첨단소재공학과(안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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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시모집 전형안내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 학교장추천

   학생부종합

- 다빈치형인재 / 탐구형인재 / SW인재 / 사회통합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 기회균등형 / 장애인등 대상자 / 특성화고졸재직자

   논술

   실기/실적

- 실기형 / 특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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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100%(교과 70%+비교과 3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비교과 영역은 무단(사고)결석/미인정 1일 이하, 봉사 20시간 이상이면 만점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7 
영어영문학과 10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4 
프랑스어문학 5 
러시아어문학 5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5 
중국어문학 4 

철학과 6 
역사학과 7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8 
공공인재학부 11 
심리학과 9 
문헌정보학과 7 
사회복지학부 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6 
사회학과 8 
도시계획‧부동산학과 8 

사범

교육학과 5
유아교육과 5
영어교육과 5

경영경제

경영학부
경영학 37 
글로벌금융 5 

경제학부 8 
응용통계학과 5
광고홍보학과 7 
국제물류학과 6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8
계 208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6 
화학과 5 
생명과학과 7 
수학과 6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8
도시시스템공학 5

화학신소재공학부 8 
기계공학부 10 
에너지시스템공학부 7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제 6 
건축학-5년제 5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17
융합공학부 9 

소프트웨어대학 6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9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2 
식물생명공학 10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17 
식품영양 10 

시스템생명공학과 12 
예술공학대학 10

계 185

예체능
안성 예술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 5

패션 6

계 11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총계 404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3에 따른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

급학교 진학대상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생부 교과목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방송통신고, 특성화고 출신자(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 포함)

   ‧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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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7.(일)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 반영 방법 필수 충족 요건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2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서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자연(안성)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예체능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

선발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일괄합산 70 30 (출결, 봉사)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6-68p참조)

계열 반영교과 비교과
인문, 예체능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교과 출결, 봉사

(정량 평가)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교과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 기준

계열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 예체능 학교생활기록부 국어교과, 영어교과, 수학교과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자연 학교생활기록부 수학교과, 과학교과, 영어교과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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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대상 제출서류

2013년 2월 졸업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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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 교과 60% + 서류평가 4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영어영문학과 10

사회과학
공공인재학부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5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28
경제학부 8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8
계 71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자연

서울

공과
기계공학부 10
에너지시스템공학부 8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17
융합공학부 10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9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0

식물생명공학 8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10
식품영양학 8

예술공학대학 9
계 99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총계 170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3에 따른 국내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1) 고교별 추천 인원은 4명 이내이며(단, 서울캠퍼스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 모집단위별 1명씩만 추천가능

  2)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5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개별학기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생부 교과목별, 학기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 방송통신고,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전문계) 과정 이수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출신자

    ‧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및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학생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 

 

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아.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고교별 추천명단 입력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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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

선발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서류(%)

일괄합산 60 40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방법 (66-68p 참조)

계열 반영교과
인문, 예체능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교과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교과

  3)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70p 참조)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 기준

계열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국어교과, 영어교과, 수학교과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자연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수학교과, 과학교과, 영어교과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장 추천명단 입력 방법
  -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교별 교사가 최대추천인원 내에서 추천명단 입력(별도 우편/방문제출 없음)

   ‧ 입력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력기간 내에 추천명단으로 입력되지 않은 지원자는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함

   ‧ 고교별 추천 인원은 4명 이내이며(단, 서울캠퍼스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 모집단위별 1명씩만 추천가능

아.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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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전형)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선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고교교사추천서 제출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10 
영어영문학과 19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5 
프랑스어문학 6 
러시아어문학 5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4 
중국어문학 8 

철학과 9 
역사학과 8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11
공공인재학부 17 
심리학과 10 
문헌정보학과 8 
사회복지학부 1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 
사회학과 9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0 

사범
교육학과 8
유아교육과 8
영어교육과 9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38 
경영학부(글로벌금융) 9 
경제학부 20 
응용통계학과 5 
광고홍보학과 8 
국제물류학과 8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6
계 289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10 
화학과 7 
생명과학과 8 
수학과 7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12
도시시스템공학 7

화학신소재공학부 13 
기계공학부 19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2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10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6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7 
융합공학부 12 

의과 의학부 10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18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5 
식물생명공학 12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16 
식품영양 12 

시스템생명공학과 9 
예술공학대학 16 

계 258

예체능

서울
사범 체육교육과 15

예술

공연영상창작학부(공간연출) 3

안성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 10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 7
디자인학부(패션) 8

계 43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전형) 총계 590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2019.03.∼2023.02.]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전형일정 (※ 아래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외국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고교 교사 추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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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2) 서류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세부내용은 70p 참조)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 탐구, 통합역량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1)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④ 고교 교사 

   추천서

(추천인은 

    1명에 한함)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인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제출대상 아님)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추천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제출기간 비고

E-mail 2020. 10. 5.(월) 18시 까지 추천인이 직접 admisao@cau.ac.kr로 발송

우편 2020. 10. 5.(월) 우편소인 까지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제출 가능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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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제출서류: 검정고시,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3) 미술실적보고서: 공연영상창작학부(공간연출전공)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미술실적보고서

⋅매수 제한: 총 5매 이내로 우편제출

⋅서류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내 미술활동을 보완하는 내용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학교장 확인(직인)을 받아 제출)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교사추천서의 경우 필수 서류이나, 미제출시 결격처리 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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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종합(탐구형인재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분야에서 탐구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교내 학업 관련 수상실적,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탐구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 선발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7 
영어영문학과 27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10 
프랑스어문학 9 
러시아어문학 8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10 
중국어문학 16 

철학과 7 
역사학과 7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11 
공공인재학부 20 
심리학과 11 
문헌정보학과 7 
사회복지학부 1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4 
사회학과 11 
도시계획‧부동산학과 9 

사범 영어교육과 8

경영경제

경영학부
경영학 43 
글로벌금융 10 

경제학부 23
응용통계학과 8 
광고홍보학과 11 
국제물류학과 11 
산업보안학과(인문) 5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0
계 324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9 
화학과 8 
생명과학과 9 
수학과 11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10
도시시스템공학 6

화학신소재공학부 14 
기계공학부 21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2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제 7 
건축학-5년제 6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34 
융합공학부 17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5
의과대학 의학부 10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13

안성
생명공학 시스템생명공학과 9
예술공학대학 13

계 214

학생부종합(탐구형인재전형) 총계 538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2019.03.∼2023.02.]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외국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고교 교사 추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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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2)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탐구능력, 전공분야의 학업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70p 참조)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 탐구역량, 전공적합성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1)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④ 고교 교사 

   추천서

(추천인은 

    1명에 한함)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인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제출대상 아님)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추천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제출기간 비고

E-mail 2020. 10. 5.(월) 18시 까지 추천인이 직접 admisao@cau.ac.kr로 발송

우편 2020. 10. 5.(월) 우편소인 까지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제출 가능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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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제출서류: 검정고시, 외국고교(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교사추천서의 경우 필수 서류이나, 미제출시 결격처리 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

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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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부종합(SW인재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SW분야에서 탐구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교내 학업 관련 수상실적,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탐구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 선발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모집단위 모집인원

자연 서울 소프트웨어대학 75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외국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고교 교사 추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라.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2)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탐구능력, 전공분야의 학업잠재력, 학교생활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70p 참조)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 탐구역량, 전공적합성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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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1)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④ 고교 교사 

   추천서

(추천인은 

    1명에 한함)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인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제출대상 아님)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추천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제출기간 비고

E-mail 2020. 10. 5.(월) 18시 까지 추천인이 직접 admisao@cau.ac.kr로 발송

우편 2020. 10. 5.(월) 우편소인 까지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제출 가능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2) 추가제출서류: 검정고시,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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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유의사항
‧ 교사추천서의 경우 필수 서류이나, 미제출시 결격처리 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

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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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선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고교교사추천서 제출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영어영문학과 2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2
공공인재학부 2
사회학과 2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2
경제학부 2
계 12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자연

서울

자연과학 화학과 2

공과
기계공학부 2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2
안성 생명공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2

계 12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총계 24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유형 및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7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본인 및 출가녀 포함) ※ 6.25 참전,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 제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3호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 보훈보상대상 및 그 자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4호)

장애인 부모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중증장애인)을 필한 자녀

소년·소녀 가정의 자녀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읍), 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아동복지시설보호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직업군인‧경찰‧
소방공무원 자녀

‧ 20년 이상(군 의무 복무 기간 포함) 장기 복무한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자녀(퇴직자 포함)

다자녀 가정 자녀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출신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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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고교 교사 추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라.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2)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70p 참조)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 탐구, 통합역량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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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1)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④ 고교 교사 

   추천서

(추천인은 

    1명에 한함)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인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제출대상 아님)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추천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제출기간 비고

E-mail 2020. 10. 5.(월) 18시 까지 추천인이 직접 admisao@cau.ac.kr로 발송

우편 2020. 10. 5.(월) 우편소인 까지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제출 가능

지원

자격

서류

①

자격증빙서류

목록표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대상 서류를 입력, 출력하여 제출

②

자격증빙서류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2020. 9. 16.(수) 이후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상이, 자격별 서류 목록은 32p 자격증빙서류 표 참고

  2) 추가제출서류: 검정고시,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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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유의사항
‧ 교사추천서의 경우 필수 서류이나, 미제출시 결격처리 하지 않습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
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부종합(사회통합전형) 자격증빙서류 안내

  -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2020. 9. 16.(수)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유형  자격증빙서류

국가보훈대상자 ①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중증장애인)을 필한 자녀)

①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1부

②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정의 자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형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읍), 구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① 본인 기준 수급자 증명서 1부

②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본인 해당 서류 제출) 1부

아동복지시설보호대상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은 자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① 본인 기준 수급자 증명서 1부

② 아동보육시설재원 확인서 1부

20년 이상(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장기 복무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자녀(퇴직자 포함)1)

① 재직증명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재직기간 명시) 1부

※ 전역자(퇴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 의무복무를 인정받아야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출신 자녀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각각 1부)

다문화가정의 자녀2)

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기준 불가)

②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부·모 기준 각각 1부)

※ 기본증명서에 외국인 여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제적등본 제출

   1) 20년 이상 장기복무 인정 시점은 2021. 3. 1.(월)을 기준으로 하며 원서접수 당시에 20년 근속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원자에 한해 2021. 3. 2.(화)까지 자격증빙서류 전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2)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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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기회균등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 대상자 / 특성화고졸재직자 선발

가. 기회균등형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4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 3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2

중국어문학 2

철학과 2
역사학과 2

사회과학

공공인재학부 5 

심리학과 2 
문헌정보학과 2 
사회복지학부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 

사범

교육학과 1
유아교육과 1
영어교육과 1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16
경제학부 6

응용통계학과 2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8
계 71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자연

서울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2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2
도시시스템공학 2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2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8

융합공학부 3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6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3 

식물생명공학 3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4 

식품영양 2 

시스템생명공학과 3 
예술공학대학 5 

계 45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기회균등형 총계 116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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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유형 유형 및 지원자격

농어촌
학생

[자격1] 6년 농어촌학교 재학 및 지역 거주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자

[자격2] 12년 전 교육과정 농어촌학교 재학 및 지역 거주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자격에서 제외하며, 
외국고 및 검정고시출신자(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은 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하며,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 개편 시점에 재학(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에 
한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자격에 관한 거주 및 재학기간 산정 시,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합니다.
※ 농어촌 지역 거주시점 개시일: 해당연도의 각 학교 입학 개시일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상기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는 ‘7) 제출서류 및 방법’(35~37p) 참조

  3)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7)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외국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7) 제출서류 및 방

법 참고)
고교 교사 추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4)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나)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7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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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합격자 결정

   가)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 탐구, 통합역량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가)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지원자만 해당함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④ 고교 교사 

   추천서

(추천인은 

    1명에 한함)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인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제출대상 아님)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추천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제출기간 비고

E-mail 2020. 10. 5.(월) 18시 까지 추천인이 직접 admisao@cau.ac.kr로 발송

우편 2020. 10. 5.(월) 우편소인 까지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제출 가능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지원

자격

서류

①

자격증빙서류

목록표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대상 서류를 입력, 출력하여 제출

②

자격증빙서류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2020. 9. 16.(수) 이후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상이, 자격별 서류 목록은 37p 자격증빙서류 표 참고



2021학년도 수시모집

        

36

   나)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 중 검정고시,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교사추천서의 경우 필수 서류이나, 미제출시 결격처리 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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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격증빙서류 안내

  -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2020. 9. 16.(수)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자격구분  자격증빙서류

농어촌학생

자격구분 [자격1] 6년 [자격2] 12년 비고

농어촌지역확인서 ○ ○
※ 본교양식 작성 후 제출

농어촌거주사실확인서 ○ ○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초본 본인, 부, 모 본인

※ 해당 자격기간 내 모든 주소변경사항 기재

 [자격1]: 보호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자격1] 지원자 중 부모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각 1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본인 기본증명서

•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재혼 시 계부 또는 계모 주민등록초본 

•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 유의사항: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 지원자격 재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하여 

2021. 2. 26.(금)까지 제출해야 함. 

 [자격1]: 주민등록초본(본인, 부, 모)각 1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교 졸업증명서 1부

 [자격2]: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고교 졸업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기준 수급자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장애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자활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우선돌봄차상위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제출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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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등 대상자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 
유럽문화학부(프랑스어문학), 유럽문화학부(러시아어문학),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 아시아문화학부(중국어문학), 철학과, 역사학과

6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경영학부(글로벌금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인문)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도시시스템공학),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대학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식물생명공학), 
식품공학부(식품공학), 식품공학부(식품영양), 시스템생명공학과

2
예술공학대학

예체능 안성 예술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 디자인학부(패션)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장애인 등 대상자 총계 8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중증장애인)을 필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7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 상기 자격에 대한 자격증빙서류는 ‘7) 제출서류 및 방법’(39p) 참조

  3)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7)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외국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7) 제출서류 및 방

법 참고)
고교 교사 추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4)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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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나)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70p 참조)

  6) 합격자 결정

   가) 본교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 탐구, 통합역량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1)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④ 고교 교사 

   추천서

(추천인은 

    1명에 한함)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인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9.(화) 10시 ∼ 10. 5.(월) 18시

검정고시 출신자

(필수제출대상 아님)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국문/영문 추천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제출방법 제출기간 비고

E-mail 2020. 10. 5.(월) 18시 까지 추천인이 직접 admisao@cau.ac.kr로 발송

우편 2020. 10. 5.(월) 우편소인 까지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제출 가능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지원

자격

서류

①

자격증빙서류

목록표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대상 서류를 입력, 출력하여 제출

②

자격증빙서류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2020. 9. 16.(수) 이후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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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제출서류: 검정고시,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 서류제출 유의사항

‧ 교사추천서의 경우 필수 서류이나, 미제출시 결격처리 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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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화고졸재직자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경영경제 지식경영학부 205

    ※ 정원내 1명 포함

  2)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단, 개강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체 근무경력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재직상태 유지

- 지원시점 기준(원서접수 시작일 2020. 9. 23.(수)) 미재직자는 지원 불가

- 개강일(2021. 3. 2.(화))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 재학 중 재직 유지, 단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로 제한

재직기간 산정

- 학기 개시일 기준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

  ※ 재직(영업)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2021. 3. 1.(월)까지 기간으로 산정함

  ※ 군 의무복무, 직업군인 등의 군 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산업체의 범위

-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2021학년도 수시모집

        

42

 3)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자격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2020. 9. 16.(수)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7) 제출서류 및 방법” 참조 (43p))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력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2.(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4)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5) 전형방법

    -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사회경력, 자기계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70p 참조)

  

  6) 합격자 결정 

   가)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소개서 미작성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평가 총점 → 평가요소 중 학업수학능력, 사회경력, 자기주도성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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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가)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018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가능)

②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③ 학교폭력 사실관계 확인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지원

자격

서류

① 자격증빙서류 목록표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대상 서류를 입력, 출력하여 제출

② 자격증빙서류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2020. 9. 16.(수) 이후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⑴ 재직증명서 - 전체 재직기간 포함해야 하며 현 직장에 한함

⑵ 경력증명서
- 현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단,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가능)

⑶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관제출용으로

   발행)

- 반드시 3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함

- 본 서류 발급 불가 시, 다음 서류 중 택1 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근로복지공단 발행)

⑷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 군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전역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복무중인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최종 합격자는 개강일 기준 재직 확인을 위하여 2021. 3. 2.(화)이후 발급된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2021. 3. 4.(목)까지 

중앙대학교 입학처로 제출)

   나) 추가제출서류: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추가제출서류요약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② 추가제출서류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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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할 경우 개강일 기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개강 전 신분의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입학처(02-820-6393)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재학 중 의무사항 안내

   -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재직현황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학적 유지가 절대 

불가 합니다. 또한 재학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다만,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8개월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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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술(논술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인문계열은 통합형, 자연계열은 단일 교과형(수학, 과학)으로 출제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8 
영어영문학과 15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5 
프랑스어문학 6 
러시아어문학 5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5 

중국어문학 5 

철학과 6 
역사학과 6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9 
공공인재학부 19 
심리학과 11 
문헌정보학과 7 
사회복지학부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3 
사회학과 1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0 

사범

교육학과 5 
유아교육과 5 
영어교육과 8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135 
경영학부(글로벌금융) 14 
경제학부 30
응용통계학과 10 
광고홍보학과 12 
국제물류학과 10 
산업보안학과(인문) 5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20
계 406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자연

서울

자연과학

물리학과 10 
화학과 8 
생명과학과 11 
수학과 10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17

도시시스템공학 7

화학신소재공학부 16 
기계공학부 36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3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11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6 

창의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55 
융합공학부 17 

소프트웨어대학 14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5
의과 의학부 26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27

안성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5 

식물생명공학 13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22 
식품영양 8

시스템생명공학과 15 
예술공학대학 11 

계 383

논술전형 총계 789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2021.06.]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2019.03.∼2023.02.]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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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일정

   1) 전형전체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조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2. 8.(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개인별 시험장소안내)

‧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논술

자연계열 2020. 12. 12.(토)

인문계열 2020. 12. 13.(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7.(일)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조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 및 시험장소는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2)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 분
12.12(토) - 자연계열 12.13(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

-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글로벌금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인문)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 

도시시스템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건축학-5년제),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사범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식물생명공학), 

식품공학부(식품공학, 식품영양), 시스템생명공학과

2교시

(14:00

-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소프트웨어대학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예술공학대학

의과 의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타 시험시간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완료해야하며,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라. 수능최저학력기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함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 반영 방법 필수 충족 요건

인문 국어, 수학(가/나),영어, 사/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2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
의학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서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자연(안성)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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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

  

선발단계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일괄합산 60 20 20(출결, 봉사)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6-68p 참조)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2020, 2021년 2월 국내고교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에 한해 반영(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음)

계열 반영교과 비교과

인문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중 상위 10과목 출결, 봉사

(정량 평가)자연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중 상위 10과목

   나)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방법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3) 논술

   가) 출제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나) 출제유형

    - 인문계열(인문사회,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출제

    - 자연계열의 과학논술은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1 하여 응시하며 원서접수 시 응시할 과학과목을 선택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산업보안학과(자연),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공학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공과대학, 의학부, 간호학과(자연)

수리논술(3문항),

과학논술(1문항-생명과학,물리,화학  

중 택1)

   다) 출제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시험시간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120분

사회교과
통합사회,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학논술 과학교과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1하여 응시함(원서접수 시 응시과목 선택)

(생명과학) 통합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물리) 통합과학,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 통합과학, 화학Ⅰ, 화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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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격자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 기준

구분 동점자 처리 기준

인문 / 자연계열 논술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의학부 논술성적, 수학교과, 과학교과, 영어교과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과목별 전체 석차등급 적용)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구분 제출서류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2013년 2월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서류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

     (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수험표는 본인이 보관하였다가 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청소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단,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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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기/실적(실기형전형)

실기 중심의 예체능 인재 선발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 사진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가.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고

예체능

서울 예술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연출/기획) 4

연극(연기) 24

연극(뮤지컬연기) 8

영화 15

공간연출 7

안성
예술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 22

사진 32

무용 36 한국무용(12), 현대무용(11), 발레(13)

미술학부

한국화 13

서양화 13

조소 13

디자인학부

공예 4

산업디자인 5

시각디자인 6

음악학부

작곡 4

성악 6 남(3), 여(3)

피아노 6

관현악 15

Violin(2), Viola(1), Cello(1), Oboe(1), 
Bassoon(1), Horn(2), Trumpet(1), 
Tenor Trombone(3), Euphonium(1), 
Tuba(1), Percussion(1)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 33
가야금(7), 거문고(2), 해금(3), 아쟁(2), 
대금(3), 피리(3), 작곡(실용음악)(7), 
기악장단(2), 음악학·예술경영(4)

연희예술 40

성악-판소리(9), 성악-가야금병창(3), 
성악-민요·정가(5), 음악극(9), 
타악연희(선반 및 앉은반 풍물·성악장단· 
무속장단·월드퍼커션) (14)

글로벌예술학부

TV방송연예 13

실용음악 4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 4

체육 스포츠과학부 골프 31

계 358

    ※ 비고란의 ( )은 세부 전공별 모집인원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 단,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대상(지원불가) 모집단위는 공연영상창작학부(영화, 문예창작), 미술학부, 디자인학부, 글로벌예술학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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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일정
 ※ 원서접수 및 수험생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는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 전형일정은 전형 진행(지원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험생별 실기고사 시간은 수험생 유의사항에 공지합니다.

구 분 일 시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59p 참조)

공연

영상

창작

학부

연극

(연기/

뮤지컬연기)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0. 6.(화) 14시

1단계 실기고사
‧ 뮤지컬연기: 2020. 10. 9.(금) ∼ 10. 11.(일)

‧ 연기: 2020. 10. 12.(월) ∼ 10. 21.(수)

2단계 실기 지정희곡(연기) 및 

지정곡(뮤지컬연기) 공고
2020. 11. 6.(금) 14시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10.(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 연기: 2020. 11. 14.(토) ∼ 15.(일)

‧ 뮤지컬연기: 2020. 11. 15.(일)

연극

(연출/기획)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입학처 홈페이지 입력)

2단계 실기 지정희곡 공고 2020. 11. 6.(금) 14시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10.(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2020. 11. 21.(토)

영화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2020. 11. 14.(토)

공간연출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0. 27.(화) 14시

1단계 실기고사 2020. 10. 31.(토)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10.(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2020. 11. 22.(일)

무용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실기고사 2020. 11. 14.(토) ∼ 15.(일)  

문예창작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2020. 11. 22.(일)

사진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실기고사 2020. 11. 21.(토)  

미술학부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 한국화: 2020. 11. 7.(토)

‧ 서양화, 조소: 2020. 11. 8.(일)

디자인학부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2020. 11. 22.(일)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실기고사
‧ 음악학부 전체,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 2020. 11. 7.(토)∼ 8.(일) 

‧ 전통예술학부 연희예술: 2020. 11. 6.(금) ∼ 8.(일) 

글로벌예술학부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2단계 실기고사 2020. 11. 20.(금) ∼ 22.(일)

최초 합격자 

발표

전 모집단위 (문예창작, 사진 전공 제외) 2020. 12. 4.(금) 14시

문예창작, 사진 전공 2020. 12. 27.(일) 14시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2020. 12. 31.(목) ∼ 2021. 1. 4.(월)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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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최저학력 기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 기준 한국사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 중 2개영역 등급 합 5 이내
적용하지 않음

(단, 필수응시)사진

상기 외 모집단위 적용하지 않음

   ※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 탐구영역은 상위 1과목을 반영함

마.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모집단위 선발단계 실기(%)
학생부(%)

서류(%)
교과 비교과

(출결/봉사)

공연영상

창작학부

연극(연출/기획)
1단계(10배수) - - - 100
2단계 80 - - 20

연극(연기,뮤지컬연기)
1단계(5배수) 100 - - -
2단계 80 15 5 -

영화
1단계(10배수) - 75 25 -
2단계 100 - - -

공간연출
1단계(5배수) 80 15 5 -
2단계 실기 30(1단계 70) - - -

문예창작
1단계(7배수) - 75 25 -
2단계 80 15 5 -

무용, 사진 일괄합산 80 15 5 -

디자인학부, 미술학부
1단계(20배수) - 75 25 -
2단계 80 15 5 -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 일괄합산 80 15 5 -

글로벌예술학부
1단계(30배수) - 75 25 -
2단계 100 - - -

스포츠과학부(골프) 일괄합산 80 15 5 -

  2)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지원자 전체(단, 비교내신 대상자 제외)

모집단위 교과 비교과 반영방법

영화, 문예창작, 사진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 과목 출결, 봉사

(정량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66~68p 참조영화, 문예창작, 사진 외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 과목

   나)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방법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기), 연극(뮤지컬연기), 공간연출, 무용, 사진),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골프)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실기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3) 서류평가(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출/기획))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세부내용은 70~7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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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 이야기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

 ‧ 제시된 상황으로 연출과 기획구성안 작성

 ‧ 이야기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

 ‧ 원고지 1,000자 이내(60분)

30%
(60분)

◉ 인터뷰면접

 ‧ 지정희곡의 내용 및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인터뷰 면접

  (실기고사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 지정희곡 공고일: 2020. 11. 6.(금) 14시

70%
(5분 이내)

바. 실기고사 과제

  1)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전공(연출/기획)

  2)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전공(연기, 뮤지컬연기)

모집단위 단계별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연극

(연기)

1단계
◉ 자유연기 

 ‧ 자신이 준비한 자유연기(MR 사용불가)

100%
(2분 내외)

2단계

◉ 지정대사

 ‧ 본교에서 지정한 희곡작품 중 약 2분 내외 분량의 대본이 시험당일 배부되며, 주어진 시간

을 활용하여 연습하고 발표(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른 즉석연기 및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 지정희곡 공고일: 2020. 11. 6.(금) 14시

◉ 자유연기

 ‧ 자신이 준비한 자유연기(단, 1단계 발표와 다른 작품이어야 함) 

100%
(총 5분 
이내)

연극

(뮤지컬

연기)

1단계

◉ 뮤지컬 가창연기

 ‧ 자신이 준비한 뮤지컬 가창연기(시험 당일 실기고사장에 MR을 제출해야 함)

 ‧ MR은 필요한 트랙만 오디오 CD의 CD 1번 트랙에 녹음하여 2장 지참 

   (음원 재생 오류 발생 시 무반주로 진행됩니다.)

100%
(2분 내외)

2단계

◉ 지정곡 가창

 ‧ 본교에서 지정한 뮤지컬 노래 중 한 곡의 악보가 시험당일 배부되며, 주어진 시간을 활용

   하여 연습하고 발표

 ‧ 지정 뮤지컬곡 공고일: 2020. 11. 6.(금) 14시

◉ 자유곡 가창연기

 ‧ 자신이 준비한 자유곡 가창연기(단, 1단계 발표와 다른 작품이어야 함)

 ‧ MR은 필요한 트랙만 오디오 CD의 CD 1번 트랙에 녹음하여 2장 지참 

   (음원 재생 오류 발생 시 무반주로 진행됩니다.) 

100%
(총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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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 이야기 구성
  ① 제시하는 4∼5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주어진 질문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기
     ‧ 제시된 장소의 순서는 상관없으나 모두 사용하여야 함 
     ‧ 제시된 장소의 반복과 새로운 장소의 사용은 가능
  ② 제시된 한 장면(scene) 또는 장면(scene)들을 토대로 주어진 질문에 맞는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서 이야기 

구성하기
  ③ 제시된 상황, 문장, 단어, 인물, 영상, 이미지 등을 가지고 주어진 질문에 맞게 이야기 구성하기
◉ 논술문 작성
  ④ 글, 영화 또는 책의 일부분, 뉴스 등 제시된 이미지나 텍스트를 토대로 주어진 질문에 맞게 서술하기

[유의사항]
  ‧ ①, ②, ③, ④ 중 두 문제가 출제되며, 배점비율은 각각 50%, 시험 시간은 각 문제당 100분
  ‧ 필기도구의 제한 없음(연필 또는 볼펜 등). 단, 연필 등을 사용할 시에는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답안 작성은 원고지 맞춤법을 준수하여 작성하며, 답안작성 분량은 문제의 안내에 따를 것
  ‧ ①, ②, ③ 의 경우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줄거리 형식, 소설 형식, 시나리오 형식 등)은 주어진 질문에 따라 작성
  ‧ ③, ④문제의 경우 영화 상영 시간은 시험 시간 100분에 포함되어 있음

각 문제당
 50%

각 문제당 
100분

  4)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공간연출전공

단계별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1단계

◉ 소묘(공간구성과 묘사), 4절지( 39.4cm × 54.4cm )

 ‧ 주어진 상황 및 주제를 보고 분석한 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 실기고사 사용금지 품목은 별도 공지(수험생유의사항 발표 시)합니다.

100%
(120분)

2단계
◉ 구술

 ‧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도를 구술시험으로 테스트(7분 내외)

30%
(1단계

성적 70%)

  5)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 문학적글쓰기 1문항(창작): 상상력과 창작능력 확인을 위한 글쓰기

◉ 비평적글쓰기 1문항(서술): 인문학적 소양을 확인하기 위한 글쓰기

 ※ 분량 및 시험시간: 각 문항 1,000자(총 원고지 2,000자 내외), 3시간(2문항 합계)

100%
(180분)

  6)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사진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 촬영실기(주어진 환경 및 조건에 의한 촬영실기)
 ‧ 촬영대상: 소품, 인물, 건물, 조형물, 풍경 등 당일 추첨
 ‧ 준비물: 디지털카메라 (선택: 삼각대, 소형 플래시)
 ‧ 촬영시간: 30분
 ‧ 제출: 촬영한 이미지(jpg파일)들 중 5장만 선별하여 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유의사항]
 1.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메모리 타입은 SD카드 or CF카드)
 2. 카메라에 부착된 렌즈 하나만 허용되며, 삼각대와 소형 플래시, 플래시용 거치대(스탠드 혹은 삼각대) 사용가능
 3. 촬영용 악세사리(예: 세로그립, 동조기, 노출계 등)는 사용가능
 4. 특수 효과용 필터 사용불가
 5. 카메라의 기종별 차이가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카메라의 특수기능을 이용한 강조 및 조절 불허(커스텀 세팅은 표준(Neutral)으로 설정)
※ SD카드, CF카드는 학교에서 제공 (원서접수 시 SD카드 또는 CF카드를 수험생이 선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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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모집단위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한국

무용

◉ 전공실기(전통, 창작 중 택1)

전통
살풀이춤, 승무, 한량무, 소고춤, 춘앵무, 무산향, 태평무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

문화재 지정 종목 중 독무로 가능한 작품 택1

창작 본인이 준비한 작품 

 1. 의상 및 머리: 개인 준비(지정의상 외 착용불가)

성별
의상

머리
전통 창작

남
물실크 흰색 저고리, 흰색 바지, 

흰색 조끼, 흰색 슈즈 또는 버선

통바지 혹은 한복바지(벨트와 행전 

착용 가능), 검정색 레오타드
단정한 머리

여

물실크 흰색 치마(옷고름, 끝동, 

깃 등은 치마 색과 동일할 것), 

흰색 저고리, 흰색 슈즈 또는 버선

검정색 레오타드, 분홍색 타이즈(속바지 

착용불가), 풀치마(본교에서 준비한 

몽탁 소재의 치마를 일괄 착용함) 

올림머리

(망 쓴 머리)

※ 유의사항: 망사, 벨벳소재의 레오타드는 착용을 금지함

  ※ 창작 응시자 공통 유의사항: 실크, 레이스를 비롯한 특수소재 및 큐빅 등 사용 불가하며, 
신발의 형태와 색상은 자유(단, 굽 슈즈 불가), 맨발 혹은 버선도 가능

 2. 음악(개인준비): CD음악(MP3파일 가능)

 3. 분장 금지 

100%
(전통3분이내)
(창작2분이내)

현대

무용

◉ 전공실기: 본인이 준비한 작품 

 1. 의상 및 머리: 개인 준비(지정의상 외 착용불가, 소품사용 불가)

성별 의상 머리

남
소매 없는 흰색 레오타드, 흰색 반 타이즈(3부 

반바지)
단정한 머리

여
끈으로 된 검정 레오타드, 발목까지 오는 분홍 

타이즈

올림머리(망 쓴 머리), 커트머리일 경우 

머리가 내려오지 않도록 머리핀으로 고정

※ 유의사항: 망사, 벨벳소재의 레오타드는 착용을 금지함

 2. 음악(자유곡-개인준비): CD음악(MP3파일 가능)

 3. 분장 금지

100%
(2분)

발레

◉ 전공실기: 본인이 준비한 작품

 1. 의상 및 머리: 개인 준비(지정의상 외 착용불가, 소품사용 불가)

성별 의상 머리

남 소매 없는 흰색 레오타드, 검정색 타이즈, 검정색 슈즈 단정한 머리

여 소매 없는 검은색 레오타드, 분홍 타이즈, 분홍 발레슈즈와 토-슈즈 올림머리(망 쓴 머리)

※ 유의사항: 망사, 벨벳소재의 레오타드는 착용을 금지함

 2. 음악(자유곡-개인준비): CD음악(MP3파일 가능)

 3. 분장 금지

100%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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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술대학 미술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한국화

◉ 수묵담채화 (옥당지 반절 실제 그림 규격) 

 ‧ 소재: 아래 정물 중 1 ∼ 8개 출제

 ‧ 정물류: 각목, 유리화병, 서적(책), 오지항아리, 마대걸레, 쓰레기통, 군화, 석유통, 아이리스, 

국화, 백합, 카네이션, 난초, 선인장(산세베리아), 나뭇가지, 인형(동물), 빵, 깡통(캔), 귤, 

페트병, 오이, 고추, 배, 마른 오징어, 감, 피망, 석류, 알타리무, 무, 배추, 마른가오리,  

사과, 파, 노가리, 포도, 북어, 축구공, 주전자, 장미, 약탕기, 체크무늬천, 백색 천, 

얼갈이배추, 축구화, 방석, 바나나, 의자(플라스틱), 전자계산기, 각티슈, 흰색와이셔츠

   ※ 단, 출제된 정물은 모두 그리되 개수를 늘려 그리는 것은 관계없음

100%
(240분)

서양화

◉ 인체수채화 + 정물 (2절지, 54cm×79cm, 실제 그림 규격)

 ‧ 복장을 착용한 인체모델과 배치된 1∼2개의 정물을 함께 구성하여 그림

 ‧ 수채화 재료로 인정되는 도구만을 사용함 (아크릴, 과슈, 흰색White 물감은 수용성이라도 본 

전공에서는 수채화 시험 재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필과 지우개 이외의 소묘재료 또한 사용을 금함)

 ‧ 정물대에 놓인 정물을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으며, 개수는 제시된 정물수와 동일하게 배치함

100%
(240분)

조소 ◉ 인체소조(모델없음, 점토작업): 주제를 응용한 인물두상
100%

(240분)

  9) 예술대학 디자인학부(공예,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 대상과 조건에 의한 디자인 실기평가 (3절, 가로 방향)

 [주의사항] 

 1. <대상과 조건에 의한 디자인 실기>의 채색표현 재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대상과 조건에 의한 디자인 실기>는 주어진 대상을 A4크기의 인쇄물 또는 실물로 3개 이내에서 출제되며, 

제시된 조건을 반영하여 발상된 생각을 표현합니다.

 3. 사용금지 품목: 마스킹테이프, 픽사티브, 자(자 대체용품 포함), 컴퍼스, 전자ㆍ전동기기, 호일, 종이류 및 

비닐류(랩 등) 일체(포스트잇, 간지용 용지, 종이팔레트, 팔레트에 비닐, 랩, 호일 등 포장 사용금지)

 4. 개인 팔레트에 물감을 담아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100%
(3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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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술대학 음악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작곡

 ◉ 작곡실기: 세도막 형식(A+B+A')의 피아노곡 작곡(24마디)
45%

(120분)

 ◉ 화성학: 전통 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35%

(120분)

 ◉ 피아노실기: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암보로 연주함) 20%

성악

 ◉ 지정곡: 아래 작곡가의 작품 중 독일어 가사로 된 가곡1 곡

  ① W.A.Mozart ② F.Schubert ③ R.Schumann ④ J.Brahms ⑤ R.Strauss ⑥ H.Wolf
50%

 ◉ 자유곡: 이태리 가곡 또는 이태리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 콘체르토 아리아 중 1곡

  (단, 아리아는 원어, 원조로 불러야함. 레치타티보는 생략)
50%

피아노
 ◉ 에튜드 1곡 50%

 ◉ 자유곡 1곡 (단, 에튜드 제외) 50%

관현악

Violin 
◉ 지정곡: Paganini Caprice no.5 50%

◉ 자유곡 1곡 50%

Viola
◉ 지정곡: J.S. Bach viola solo suite No.4 Courante 와 Sarabande 50%

◉ 자유곡 1곡 50%

Cello
◉ 지정곡: Ligeti solo cello sonata 2악장 Capriccio Presto con Slancio 50%

◉ 자유곡 1곡 50%

Oboe ◉ 자유곡 1곡 100%

Bassoon ◉ 자유곡 1곡 100%

Horn ◉ 자유곡 1곡 100%

Trumpet ◉ 자유곡 1곡 100%

Tenor 

Trombone
◉ 자유곡 1곡 100%

Euphonium ◉ 자유곡 1곡 100%

Tuba ◉ 자유곡 1곡 100%

Percussion

※Percussion 지원자는 개인악기 지참을 불허함

100%

Snare 

Drum

◉ 지정곡(악보보고 연주)

 - Long roll. pp< ff >pp (약 15초)

 - J.Delecluse 의 Test-Claire

 Marimba
◉ 지정곡: M.Goldenberg 의 Modern School for Marimba 39 

Etudes No.5∼15 中 당일 추첨 1곡(암보로 연주)

 Timpani ◉ 지정곡(악보보고 연주): J.Delecluse 의 Vingt Etudes No.9

 ※ [관현악전공] 지원자는 반드시 반주자를 동반하여야 함
 ※ [관현악전공] Snare Drum과 Timpani를 제외한 수시 실기고사 과제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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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모집단위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음

악

예

술

전

공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 전공실기: 자유곡(산조, 창작곡, 정악 중) 1곡 선택 (10분 내외, 산조는 전 장단 포함) 70%

◉ 공통실기: 창작곡 초견(E♭, A♭장조와 그 관계단조(5음 음계) 중심의 초견) 30%

기악장단

◉ 전공실기

  1. 산조 반주(음원은 본교에서 제시)

  2. 초견 연주(연주악기는 장고, 악보는 본교에서 제시)

70%

◉ 공통실기: 사물놀이 가락 (꽹과리․장고 중 택 1) 30%

작곡(실용음악)

◉ 전공실기

 1. 곡 짓기: 제시된 주제로 피아노 또는 국악기(2중주) 중 선택하여 작곡

 2. 화성풀이: 주어진 문제지에 화성풀이

70%

◉ 공통실기: 자유악기(노래 포함)로 자유곡 1곡 (5분 내외) 및 

             면접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 및 인성, 3분 이내)
30%

음악학·

예술경영

◉ 전공실기: 필기시험 

            - 음악통론 (국악통론, 양악통론 포함)
70%

◉ 공통실기: 구술 면접

            (한국음악이론과 서양음악이론의 기본지식과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30%

연

희

예

술

전

공

성악

(판소리/가야금

병창/민요·정가)

◉ 전공실기: 자유곡 1곡 (5분 내외, 무반주) 80%

◉ 공통실기(시창): 본교에서 제시한 악보 보고 부르기 20%

음악극

◉ 전공실기: 종합연기 (춤, 노래, 대사 포함 5분 이내)

 ※ 반주는 오디오 CD만 가능하며 반주자 동반 불가
80%

◉ 공통실기: 자유곡 1곡 (판소리, 민요, 창작국악가요, 뮤지컬 곡 중 1곡 선택) 20%

타악연희

(선반 및 앉은반 

풍물· 성악장단· 

무속장단· 

월드퍼커션)

◉ 전공실기: 자유악기 자유곡 1곡 (5분 내외, 무반주(반주자 동반불가))

 ※ 단, 성악장단 지원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성악곡(판소리, 민요) 반주
80%

◉ 공통실기: 초견 - 본교에서 제시한 악보 보고 치기 (장고, 모듬북 중 택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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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술대학 글로벌예술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TV방송연예

◉ 자유연기

 ‧ 자신이 자유롭게 준비한 1개의 독백연기(MR사용 불가)

[유의사항] 자유연기 이외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구 받을 수 있음

100%
(2분 내외)

실용음악

※ 아래 연주평가, 보컬평가, 작곡평가 중 원서접수 시 택1

100%
(2분 내외)

◉ 연주평가

 ‧ 자신이 준비한 자유곡 1곡 연주(악기 자유 선택, MR사용 불가)

◉ 보컬평가

 ‧ 자신이 준비한 자유곡 1곡 가창(MR, 무반주, 본인반주 중 택1)

 ‧ MR은 필요한 트랙만 오디오 CD의 CD 1번 트랙에 녹음하여 2장 시험당일 지참

  (음원 재생 오류 발생 시 무반주로 진행됩니다.)

◉ 작곡평가

 ‧ 자신이 준비한 자작곡 1곡 연주(악기 자유 선택, MR사용 가능)

 ‧ MR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작한 음원이어야 하며, 세부정보(DAW, VSTi 등)를 

기술하여 시험당일 제출

 ‧ MR은 필요한 트랙만 오디오 CD의 CD 1번 트랙에 녹음하여 2장 시험당일 지참

  (음원 재생 오류 발생 시 무반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실기고사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 전자키보드, 드럼, 앰프 외의 개인사용 악기는 본인이 지참할 것(반주자 동반 금지)

 ‧ 자신이 준비한 곡(부분)의 악보 5부를 고사 당일 담당 진행자에게 제출

게임콘텐츠·애니메이션

◉ 인체수채화(2절지, 54cm×79cm, 실제 그림 규격)

 ‧ 인체수채화의 주제 이미지는 고사 당일 제시

 ‧ 수채화 재료로 인정되는 도구만을 사용(아크릴, 과슈, 흰색White 물감은 수용성이라도 

   본 전공에서는 수채화 시험 재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필과 지우개 이외의 소묘재료 

또한 사용을 금합니다.)

[유의사항] 켄트지, 이젤, 화판은 대학에서 제공

100%
(240분)

 

  13)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골프)

실기고사 과제 배점 비율

◉ 경기기록실적 포트폴리오

  - 경기기록 실적심사는 2018년 이후 KGA, KJGA, KPGA, KLPGA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실적 중 베스트 스코어 

15개의 평균(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평가함)

  ※ 각 대학 총장배 대회 경기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18. 1. 1.(월) ∼ 2020. 8. 31.(월)까지 경기실적을 인정함(18홀 기준).

100%

   - 경기기록실적 채점 기준
     타수는 실기고사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대해, 경기실적 중 베스트스코어 15개의 평균으로 산정함.

점수 10 25 27 29 31 33 36 39 42 45 50 55 60 65 70 80 90 100

타수
82

이상

81.0
∼

81.9

80.0
∼

80.9

79.0
∼

79.9

78.0
∼

78.9

77.0
∼

77.9

76.0
∼

76.9

75.0
∼

75.9

74.0
∼

74.9

73.0
∼

73.9

72.0
∼

72.9

71.0
∼

71.9

70.0
∼

70.9

69.0
∼

69.9

68.0
∼

68.9

67.0
∼

67.9

66.0
∼

66.9

65.9

이하

     단. 실기고사 상 인정되는 경기실적 횟수가 15개 미만인 자는 최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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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격자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결시자(부분 결시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 기준

   - 1단계: 동점자는 전원 선발 

   - 최종: 실기고사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5)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1) 기본서류: 지원자 전체

제출서류 제출방법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1부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단, 2015년 1회차 ∼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모집단위별

필수 서류

공연영상

창작학부

연극

(연출/기획)

전체
자기

소개서

⋅원서접수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별도 출력 및 제출하지 않음)

⋅입력 및 수정가능 기간: 2020. 9. 23.(수) 10시 ∼ 10. 5.(월) 18시

  ※ 양식은 본교 자체 문항(4번)을 포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1∼3번 문항)을 활용(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성적증명서 1부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해당학기 서류(성적증명서 등)

  ※ 단,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중복되는 학기는 미인정

스포츠과학부

(골프)

⋅ 2018년부터 KGA, KJGA, KPGA, KLPGA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의 

경기실적 중 베스트스코어 15개에 대한 경기기록실적증명서

  ※ 2018. 1. 1.(월) ∼ 2020. 8. 31.(월)까지 경기실적을 인정함(18홀 기준).

   ※ 수험표는 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청소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단,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추가서류(선택사항):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출/기획) 지원자 중 검정고시,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1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

    - 매수 제한: 총 10매 이내로 우편제출

    - 서류 내용: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자유양식
    ※ A4사이즈, 단면, 낱장으로 제출(집게 혹은 클립 사용)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복사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사용 불가, CD, 동영상, 클리어파일 등 제출 금지

    ※ 사본으로 제출하며, 합격 후에는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고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는 외국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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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유의사항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사도 검색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등)에는 지원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포함)은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어학성적,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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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유형 지원자격

연기
- 국내․외에서 공인된 영화, TV, CF 등 기타 매체에서 연기자로 활동한 경력자 또는 수상자

  ※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인정(2017년 9월∼2020년 8월)

문학

- 2018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아래 대회의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평론 부문에서 3위 이내 입상자

 w 일간신문 신춘문예·문예공모(경향,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중앙, 조선, 한경, 한국)·한겨레문학상

 w 구상한강백일장, 대산청소년문학상(대산문화재단), 마로니에 전국청소년백일장(한국문인협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 백일장, 신동엽시인전국고교백일장, 전국고교생백일장(한국작가회의), 전국만해백일장 

고등부(대한불교청년회)

 w 심훈 중앙대청소년문학상(중앙대), 윤동주백일장(연세대), 전국고교문예현상공모(경희대),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동국대), 전국고교백일장(성균관대), 추계청소년문학상(추계예대)

체육

(단체종목)

구분 세부내용

필수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상 반영교과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축구

1. 국가대표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축구)에 고교 선수 등록을 필한 자 

3. 국가대표로서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 U-17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 자

4. 국내 고등학교 재학 시 전국 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든 팀의 선수로서 경기 출전 실적이 있는 자

5. 2018년 이후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축구리그대회 중 1개년도 이상의 경기에서 소속팀 출전 경기시간의 

50%이상 출전한 자 (단, 2020년 8월말까지의 경기에 한함)

야구

1. 국가대표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야구)에 고교 선수 등록을 필한 자 

3. 주말리그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대회에 출전한 자

4. 2018년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고교야구리그대회 중 1개년도 이상의 경기에서 야수는 55타석, 

투수는 24이닝 이상 출전한 자 (단, 2020년 8월말까지의 경기에 한함)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며, 공통 혹은 종목별로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0. 실기/실적(특기형전형)

특기 중심의 예체능 인재 선발

가. 특기유형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특기유형 소재 대학 모집단위(전공) 모집인원 비고

연기 서울 예술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연기) 2

문학 안성 예술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 4

체육

(단체종목)
안성 체육 스포츠과학부

축구 11 골키퍼(1), 수비수(3), 미드필더(4), 포워드(공격수)(3)

야구 10 투수(4), 포수(1), 내야수(3), 외야수(2)

농구 9 가드(3), 포워드(4), 센터(2)

체육

(개인종목)
안성 체육 스포츠과학부 12

볼링-남(1), 볼링-여(1), 테니스(2), 스쿼시(2), 

사격-남(2), 배드민턴-여(2), 수상스키(2)

합계 48

    ※ 비고란의 ( )은 체육(단체종목 및 개인종목) 특기유형의 종목 및 포지션별 모집인원입니다.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나.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단, 체육특기자는 반드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외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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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유형 지원자격

농구

1. 국가대표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농구)에 고교 선수 등록을 필한 자 

3. 국가대표로서 FIBA(국제농구연맹) 주관 U17 세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

4. 국내 고등학교 재학 시 전국규모 대회에서 16강 이내에 든 팀의 선수로서 경기 출전 실적이 있는 자

(단, 2020년 8월말까지의 경기에 한함)

※ 전 종목 남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프로선수로 등록되었던 자나 현재 등록된 자는 지원 불가

체육

(개인종목)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며, 아래 1~3번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필수요건) 국내 고교졸업(예정)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상 반영교과별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있는 자 

1. 국가대표급 선수로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자

2.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경력이 있는 자

3. 2018년 3월 1일 이후 개최된 대한체육회 종목별 산하 경기 단체에서 주최하는 국내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개인전 8위 이내에 든 자(테니스, 배드민턴(여자), 볼링 종목은 전국대회 규모 단체전 4위 이내에 든 자 포함)

※ 사격종목은 속사권총 25M종목(남자)에 한함

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지원자 전체 우편제출

 (사. 제출서류 및 방법 참고)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1. 3.(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 적성실기 시간은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 적성실기 내용은 63p 참조
적성

실기

스포츠과학부(개인종목,사격제외)
2020. 11. 7.(토)

연기/문학 특기

스포츠과학부(단체종목) 2020. 11. 8.(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1. 20.(금)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 72~74p 참고
 ※ 충원은 체육특기자에 한해 시행함 

    (그 외 모집단위는 충원하지 않음)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예치금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 2021. 1. 5.(화) 16시까지 등록 )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라. 전형방법 및 적성실기
  1) 전형방법

선발단계 특기 유형 수상실적(%) 적성실기(%)
학생부

교과(%) 출결

일괄

합산

체육 단체, 개인(사격 외 전체) 70 20 10 P/F

체육 개인(사격) 90 - 10 P/F

연기, 문학 80 20 - -

  ※ 적성실기: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 또는 면접을 실시하며,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실기와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63p 참조)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안내(66-68p)

  ※ 체육특기자 출결 P/F 기준

     - P(Pass): 무단(사고)/미인정 결석 10일 이하 / F(Fail): 무단(사고)미인정 결석 11일 이상(F(Fail)일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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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성실기

특기유형 소재 대학 모집단위 구분 세부내용

연기 서울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연기)
기초실기 및 

적성면접

‧ 자유연기

‧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성

문학 안성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문예창작 적성면접 ‧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성

체육

(단체종목)
안성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축구

기초실기

‧ 연습경기(단축경기)

야구 ‧ 포지션 별 기본 기술 테스트

농구 ‧ 연습경기(미니게임)

체육

(개인종목)
안성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볼링
기초실기 및 

적성면접

‧ 기본 기술 테스트

‧ 종목 및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성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적성면접 ‧ 종목 및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성

수상스키

마.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바.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결시자, 본교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특기 유형 처리기준

체육 단체, 개인(사격 외 전체) 수상실적 성적, 적성실기 우수자, 학생부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

체육 개인(사격) 수상실적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

연기, 문학 수상실적 성적, 적성실기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합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5)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충원하지 않습니다.(단, 체육특기자에 한하여 충원함) 

  6)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이 F(Fail) 일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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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출서류 및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우편 제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방문제출 절대불가)

   ⋅우편제출 방법: 원서접수 후 출력되는 ‘서류제출용봉투표지’양식을 봉투겉면에 부착

                    입학원서(원서접수 후 출력) 1부와 함께 아래 서류를 발송(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제출기한: 2020. 10. 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기본

서류

①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②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국내고교

졸업

(예정)자

2021년 2월

∼2013년 2월 졸업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온라인 미제공 고교 출신 및 비동의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12년 2월 이전 

졸업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단, 2015년 1회차∼ 2020년 1회차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가능(http://www.neis.go.kr/)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자격

서류

체육

(단체

종목)

필수 - ① 종목별 아래 서류 각 1부

 

축구 등록 증명서, 리그 실적 증명서, 경기 실적 증명서(경기 출전내용 포함)

야구 선수 등록 확인서, 경기 실적 증명서

농구 선수 등록 확인서, 경기 실적 증명서, 개인 기록 증명서

선택 - ② 종목별 경기 단체 발행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체육

(개인

종목)

필수 - ① 선수 등록 확인서, 경기 실적 증명서 각 1부 

선택 - ② 종목별 경기 단체 발행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선택 - ③ 기타 지원 자격 확인 가능 서류

※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종목에 한하여 단체전 4위 이내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해당 대회 소속팀의 

단체전 전 경기 대진표(오더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필수 - ① 특기자 수상실적 확인서 1부(본교 소정 양식)

필수 - ② 출연 증명서 1부(주/조연 및 역할을 명확히 기재, 해당 기관 발행)

문학 필수 - ① 특기자 수상실적 확인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수험표는 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청소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단,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체육(야구, 농구, 개인종목) 경기실적증명서는 대한체육회 인터넷경기실적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단, 축구경기실적증명서는 대한축구협회 발급 증명서 인정)
‧ 체육(단체, 개인종목) 경기실적증명서 이외 서류의 경우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특기자 자격취득(확인) 서류만을 인정하며, 자격취득 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시 최종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공증 받은 영문 또는 국문 번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제출서류와 입학원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 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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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비교내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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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 영역

가. 반영 교과, 학년/교과별 반영 비중 및 졸업 시기별 반영 범위

  1) 반영 교과 

전형 구분 반영 교과 반영 내용

학생부

교과

인문, 예체능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 과목

석차등급 반영

자연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전 과목

학교장

추천

인문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 과목

자연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전 과목

논술
인문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체 중 상위 10개 과목

자연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전체 중 상위 10개 과목

실기형

공연

영상

창작

학부

영화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 과목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반영

문예창작

사진

연극(연기, 뮤지컬연기)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 과목

공간연출

무용

미술

학부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학부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

글로벌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

특기형 스포츠과학부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분류한 교과 분류 체계를 따름
   단, 교과 분류가 본교의 반영 교과분류 체계와 상이한 경우는 교육부의 교과 분류체계를 준용하거나 본교의 판단에 의해 

반영함

  2) 학년/교과별 반영 비중

  -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거나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과를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함 

  - 교과 성적 산출 시 학년/교과별 가중치 없음

  3) 졸업 시기별 반영 범위

구분 반영 범위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3학년 1학기 까지 반영

졸업자 3학년 2학기 까지 반영

조기졸업예정자 2학년 1학기 까지 반영

조기졸업자 2학년 2학기 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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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영역 성적 산출방법

   1) 졸업시기에 따른 산출절차

산출단계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2008년 2월 이후졸업자, 
2007년 2월 조기졸업자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① 석차등급 계산 해당 없음
[표1], 수식(A)에 따라 석차백분율을 활용하여 

석차등급 계산

② 석차등급별 환산점수 적용 [표2]에 따라 석차등급을 전형별 환산점수로 환산

③ 환산점수 평균 산출 수식(B)에 따라서 환산점수 평균 산출

④ 교과 반영비율 적용 환산점수 평균 × 전형별 교과 반영비율

① 석차등급 계산

 a) 반영 교과목별로 아래 수식(A)을 적용하여 ‘석차 백분율’을 계산합니다.

수식  석차백분율 이수자수
석차

×  (소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석차가 복수인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학생수-1
2

 b) 반영 교과목별로 아래의 [표1. 석차 백분율에 따른 등급 변환표]에 해당하는 각 ‘석차등급’을 얻습니다.

[ 표1 ] 석차백분율에 따른 등급 변환표

석차 

백분율
4% 이하

4% 초과
∼ 

11%이하

11% 초과
∼ 

23%이하

23% 초과
∼ 

40%이하

40% 초과
∼ 

60%이하

60% 초과 
∼ 

77%이하

77% 초과 
∼ 

89%이하

89% 초과 
∼ 

96%이하

96% 초과 
∼ 

100%이하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② 석차등급별 환산점수 적용

 a) 반영 교과목별 각각의 석차등급을 아래의 [표2.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에 따라 모두 환산합니다.

[ 표2 ] 석차등급별 환산점수표

석차등급
전형 1 2 3 4 5 6 7 8 9

학생부교과 10.00 9.71 9.43 9.14 8.86 8.57 8.00 6.57 3.40

학교장추천 10.00 9.81 9.53 9.14 8.86 8.57 8.00 6.57 4.00

논술 10.00 9.96 9.92 9.88 9.84 9.80 9.60 8.00 4.00

실기/실적(실기형) 10.00 9.60 9.20 8.80 8.20 7.60 7.00 6.00 3.00

실기/실적
(특기형-체육특기) 10.00 9.60 9.20 8.80 8.20 7.60 7.00 6.60 5.00

③ 환산점수 평균 산출

 a) ②단계에서 산출한 각 환산점수를 아래 수식(B)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합니다.

수식  석차등급환산평균점수반영 과목 수
반영 과목별 석차등급환산점수

, (소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기/실적(실기형/특기형)의 경우, ∑(반영과목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 이수단위) / ∑(이수단위) 으로 환산함

  

④ 교과 반영비율 적용

 a) ③단계에서 산출한 석차등급 환산 평균점수에 교과 반영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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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과 영역

가. 비교과 영역 반영방법

   1) 대상 전형: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실기형), 실기/실적(특기형-체육특기)

   2)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실기형)

      - 아래 [표 3. 비교과 영역 환산표]에 따라서 출결과 봉사시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 후 비교과 반영비율 적용

    [ 표3 ] 비교과 영역 환산표

출결 봉사

무단(사고)결석/
미인정 일수

환산점수

봉사활동시간

환산점수

학생부교과
실기/실적(실기형)

논술 학생부교과
실기/실적(실기형)

논술

1일 이하 5 5 20시간 이상 5 5

2∼3일 4.6 4.9 19∼17시간 4.6 4.9

4∼5일 3.9 4.5 16∼13시간 3.9 4.5

6∼7일 2.8 3.75 12∼10시간 2.8 3.75

8∼9일 2.1 2.75 9∼5시간 2.1 2.75

10일 이상 1.7 1 4시간 이하 1.7 1

   3) 실기/실적(특기형-체육특기): 출결을 반영하며 P/F로 반영

    - P(Pass): 무단(사고)/미인정 결석 10일 이하 / F(Fail): 무단(사고)미인정 결석 11일 이상

3. 비교내신 적용

가. 비교내신 적용 전형 및 반영방법

   1) 대상 전형: 논술 및 실기/실적(실기형)

   2) 비교내신 대상자에 한해 논술(혹은 실기) 성적을 활용하여 학생부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학생부 반영점수 산출

전형 비교내신 대상 반영 방법

논술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논술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 적용

실기/실적

(실기형)

대상 모집단위: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기, 뮤지컬연기), 공간연출, 무용, 사진), 음악학부, 

전통예술학부, 스포츠과학부(골프) 

- 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실기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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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안내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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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1.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쌓아온 자기주도적 활동 경험을 평가합니다.

 •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활동에서 발휘한 학업 소양을 면밀히 살핍니다.

 • 교육활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대학에서 원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펜타곤 평가모형

 • 중앙대학교는 본교의 5가지 인재상(자율적 교양인, 실용적 전문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 문화인)과 고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개발한 펜타곤 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형의 인재상에 따라 ‘펜타곤 평가모형’의 평가요소 및 반영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학업역량/탐구역량/통합역량/발전가능성/인성

    - 학생부종합(탐구형인재, SW인재), 실기형(연극(연출/기획)): 학업역량/탐구역량/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인성

    - 학생부종합(고른기회-특성화고졸재직자): 학업수학능력/사회경력/자기주도성/공동체의식/성실성

전형

평가요소 

다빈치형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학교장추천

탐구형인재, SW인재, 
실기형(연극(연출/기획))

고른기회
(특성화고졸재직자)

인재상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

으며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졸업 후 실무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

로 성장해 온 학생 

평가
모형

평가요소별 
비율

학업역량 20%

평가요소별

균형적 평가

학업역량 20%

탐구역량,

전공적합성

중심 평가

학업수학능력 30%

학업

수학능력,

사회경력 

중심 평가

탐구역량 20% 탐구역량 30% 사회경력 30%

통합역량 20% 전공적합성 30% 자기주도성 20%

발전가능성 20% 발전가능성 10% 공동체의식 10%

인성 20% 인성 10% 성실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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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펜타곤 평가요소별 세부 내용

 • 학생부종합(다빈치형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 학생부종합(탐구형인재, SW인재), 실기형(연극(연출/기획))

전형

평가
요소

다빈치형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학교장추천 탐구형인재, SW인재, 실기형(연극(연출/기획))

학업
역량

· 교과 성취수준

· 계열 교과 이수와 성취
→

-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의 학업 능력 지표

-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한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의 발전 

정도

탐구
역량

· 탐구활동 우수성

·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
→

-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해 나가는 과정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통합
역량

·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

· 예체능 활동의 성과

전공
적합성

· 전공(계열) 관련 활동과 이해 수준

·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

↳ 
-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 등을 통해 쌓

은 기본 소양

↳ 
-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높이

기 위해 활동한 과정과 배운 점

-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

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발전
가능성

· 자기주도성

· 리더십
→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역량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인성

· 봉사활동 경험과 질적 우수성

· 협력활동 및 팀워크

· 성실성 및 책임감

→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

-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 

-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태도와 행동

• 학생부종합(고른기회-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평가
요소

고른기회 - 특성화고졸재직자

학업
수학
능력

· 고교 학업 성취도

· 전공(계열) 분야 직무 및 학업 경험
→

- 고교 교과 성취도,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한 교과 성취 수준 및 발전 정도

- 전공(계열) 및 직무 분야에 대한 학업 수행 경험 및 성과

사회
경력

· 전공(계열) 적합성

· 직무 경험의 우수성
→

-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과정과 배운 점

- 직무 경험 수준의 깊이와 성과

자기
주도성

· 자기주도적 활동 경험

· 직무 관련 자기계발 노력
→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역량

-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기계발 노력 및 성과

공동체
의식

· 협력 능력

· 나눔과 배려
→

-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

성실성
· 책임감

· 성실성
→

-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

는 태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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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등록 및 충원합격 안내

   등록 예치금 및 본 등록금 납부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등록 포기 및 등록 예치금 환불



2021학년도 수시모집

        

73

1. 등록 예치금 및 본 등록금 납부

가. 등록 기간

1) 예치금: 2020. 12. 28.(월) ∼ 12. 30.(수) (각 일자별 09:00 ∼ 16:00)

2) 본 등록금: 2021. 2. 8.(월) ∼ 2. 10.(수) (각 일자별 09:00 ∼ 16:00)

나. 등록 예치금/등록금 고지서: 각 등록기간 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출력

다. 등록장소 및 방법: 우리은행전국각지점창구납부또는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를이용한계좌이체
  ※ 합격증 및 등록 예치금/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 포기로 처리됩니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

에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가. 충원 합격자 발표 전형

전형유형 전형 충원합격자 발표여부

학생부위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O

학교장추천 O

학생부종합

다빈치형인재 O

탐구형인재 O

SW인재 O

사회통합 O

고른

기회

기회균등형 O

장애인 등 대상자 X

특성화고졸재직자 O

논술위주 논술 O

실기/실적

위주

실기형 O

특기형
체육특기 O

그 외 X

나. 주의사항

  1) 해당 전형의 모집단위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본교의 입학전형 성적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선발하며 결격

자 및 결시자는 충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충원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 게시한 합격자 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유선상 질의를 통한 합격자 조회는 불가합니다. 또한 합격자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화를 통한 충원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 후 미통화자에게 안내문자가 발

송되며, 기재된 회신기한까지 회신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 후보자라도 충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충원 합격자 중 지정된 등록기간 내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포기 처

리합니다.

  5) 충원 합격이 된 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6)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1) 충원 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21시 까지 (인터넷 발표, 차수별 세부발표일정 추후 공고)

  2) 충원 합격자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5.(화) 16시 (은행 마감시간까지, 차수별 세부등록일정 추후 공고)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 세부일정은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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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포기 및 등록 예치금 환불

 가. 등록 포기 신청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1. 1. 4.(월) 

17시까지 등록 포기 및 등록 예치금 환불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나. 등록 예치금 환불

  1) 환불 신청 기간: 2020. 12. 31.(목) ∼ 2021. 1. 4.(월) 17시까지

  2) 등록 포기 및 예치금 환불 신청 방법

   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의 등록포기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나) 환불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므로 입학원서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 본인 수험번호: 본인이 합격하여 등록한 본교 수시모집 전형의 수험번호 

     - 본인 생년월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 휴대폰 인증번호: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원서접수 시 등록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3 ∼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휴대폰번호, 환불계좌번호 등) 변경 필요 시,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입학원서수정신청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업로드 필수)

   라) 신청절차

❶ 로그인(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수험번호, 생년월일 입력

❷ 메뉴 선택

 등록포기 신청 및 조회 클릭

❸ 신청사항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❹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인증번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휴대폰으로 전

송된 인증번호 입력

❽ 로그아웃

❼ 환불 신청 확인서 출력

❻ 신청 의사 재확인

❺ 환불 정보 입력(포기사유, 연락처 등)

 ※ 환불 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잘 보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야 합니다.

 ※ 환불 완료 확인은 동일한 메뉴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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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학생활 안내

   대학생활 관련 문의

   생활관 안내

   학사 안내

   공학교육인증 안내

   교직안내

   국제교류프로그램

   교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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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활 관련 문의

관련 문의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 관련 재무회계팀 02-820-6072∼7

재학생 장학 관련 학생지원팀

02-820-6047∼48(서울)

031-670-3390∼91(안성)

※ 신입생 장학의 경우 입학처로 문의 
(02-820-6393)

국제교류 관련 국제교류팀 02-820-6573

생활관 선발 관련
서울 생활관 02-820-6672, http://dormitory.cau.ac.kr

안성 생활관 031-670-3482, http://dorm.cau.ac.kr

교직이수 관련 사범대학 교직담당 02-820-5080, http://edu.cau.ac.kr/teaching

공학인증 관련 공학교육혁신센터 02-820-6558/6555, http://abeek.cau.ac.kr

입학식 및 학사 관련

(수강・복수전공・
휴학・복학 등)

학사팀 02-820-6034/6037/6040

인문대학 02-820-5047, http://human.cau.ac.kr

사회과학대학 02-820-5077, http://society.cau.ac.kr

사범대학 02-820-5079, http://edu.cau.ac.kr

자연과학대학 02-820-5186/5184, http://build.cau.ac.kr/nature

공과대학 02-820-5247, http://coe.cau.ac.kr

창의ICT공과대학 02-820-5252, http://ict.cau.ac.kr

소프트웨어대학
02-820-5252, 

http://cse.cau.ac.kr/20141201/main/main.php

경영경제대학 02-820-5526, http://bne.cau.ac.kr

의과대학 02-820-5635, http://med.cau.ac.kr

적십자간호대학 02-820-5967, http://nursing.cau.ac.kr

예술공학대학 031-670-3182, http://artech.cau.ac.kr/

생명공학대학 031-670-3017, http://cobiotech.cau.ac.kr/

예술대학 031-670-3071, http://arts.cau.ac.kr

체육대학 031-670-4523, http://sport.cau.ac.kr

안성캠퍼스 통학 관련 

교통안내
안성캠퍼스 통학 및 승차권 구입 안내 031-67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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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 안내

가. 서울캠퍼스 생활관

1) 블루미르홀(308관, 309관)

  가) 수용 인원(총 2,426명)

  ⦁남학생 - 2인실: 1,062명 / 4인실:  84명 / 장애인실: 12명

  ⦁여학생 - 2인실: 1,152명 / 4인실: 104명 / 장애인실: 12명

  나) 신청 방법 및 시기

  ⦁11월 말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별도 공지

    (연 2회 선발)

  다) 복지 시설

  ⦁생활관 식당, 휘트니스실, PC라운지, 복합기, 세미나실, 휴게실, 

편의점, 세탁실, 카페 등

  ⦁각 호실 유무선 LAN 설치

2) 퓨처하우스

  가) 수용 인원(총 159명)

  ⦁남학생: 76명 ⦁여학생: 82명 ⦁장애인실: 1명  

  나) 신청 방법 및 시기 

  ⦁11월 말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별도 공지

    (연 2회 선발)

  다) 복지 시설

  ⦁열람실, 세미나실, PC라운지, 복합기, 휴게실, 휘트니스실, 세탁실 등

  ⦁각 호실 유무선 LAN 설치 

3) 글로벌하우스

  가) 수용 인원(총 105명)

  ⦁남학생: 42명 ⦁여학생: 63명

  나) 신청 방법 및 시기 

  ⦁2월 중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별도 공지

    (연 2회 선발)

  다) 복지 시설

  ⦁열람실, 세미나실, PC라운지, 복합기, 휴게실, 세탁실 등

  ⦁각 호실 유무선 LAN 설치 

4) 생활관비(2020학년도 기준)

 

건 물 구분
생활관비

비고
16주(학기 중) 8주(방학 중)

블루미르홀
2인실 1,298,000원 649,000원

식비는 선택사항이며,

신청 시 

관비와 함께 납부

4인실 906,000원 453,000원

퓨처하우스 2인실 1,158,000원 579,000원

글로벌하우스 2인실 1,074,000원 537,000원

5) 생활관 식당(블루미르홀 308관, 309관): 한식, 양식, 분식, 중식 상시운영(선택식: 식비 선납 시 생활관생 할인 적용)

6) 기타사항

  가) 생활관 입관 자격 및 선발 방법은 생활관 규정에 의거함

  나) 생활관비 및 수용인원은 2020학년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다) 우선선발은 입학처 기준에 따르며, 매학기(입학 당시 포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선선발 혜택 없음

  라) 입관신청과 선발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공지사항 참조

  마) 문의: 서울캠퍼스 생활관 ☎대표 02)820–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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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성캠퍼스 생활관

1) 수용 인원 (총 1,944명)

   ⦁남학생:   612명

   ⦁여학생: 1,332명

   ※ 선수숙소 및 기타 기숙사 수용인원 제외

2) 신청 방법 및 시기: 11월 말 생활관(안성) 홈페이지(http://dorm.cau.ac.kr) 별도 공지

3) 선발기준: 신입생 원거리 순(동점자의 경우 입학 전형성적 순 등 )

4) 생활관비(2020학년도 / 학기기준)

  

구분 동 명 사용인원 관비 비고

남
예지2동 2인실 810,000

식비는 선택사항이며,

식비 선납 시 

생활관생 혜택 적용

예지3동 2/3인실 890,000

여
예지1동 / 명덕1,2동 2인실 810,000

명덕3동 2인실 860,000

   ※ 방학 중 관비는 생활관 단기 입관비 기준표 적용

5) 복지시설

  ⦁생활관 내 컴퓨터실, 독서실, 팀풀룸, 세탁실 등

  ⦁위성방송, 자판기, 전자레인지 등 시설이 갖추어진 휴게실

  ⦁각 호실마다 유무선 LAN 설치  

  ⦁헬스장, 휘트니스실,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40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식당 및 편의점  

6) 기타사항

  입관 신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cau.ac.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안성캠퍼스 생활관  ☎ 031) 670-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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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
과정

‘ 심도 있는 학문적 수련을 통해 주전공에 대한 전문성 배양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심화과정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심화이수”로 기재.

다전공

과정

‘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제공 ’

복수

전공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00 이상 신청 가능.

⦁복수전공 학과(부)의 허가는 재학 중 2회까지 가능하며, 허가받은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학과(부)에는 복수전공을 재신청할 수 없음.

⦁사범대학생 및 주전공 교직과정 선발자가 아닌 경우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를 

복수전공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지 못함.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름.

융합

전공

⦁2개 이상의 학과(부)를 융합하여 제공되는 전공교육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용성 강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실현 및 교육, 신학문, 신지식 창출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임.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00 이상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수강해야 

함.

연계

전공

⦁학제간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이 학문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개 

이상의 학과(부)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전공교육과정임. 또한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전공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보다 넓은 전공 선택 의 기회부여 및 이로 인한 실용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임.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00 이상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수강해야 

함.

자기

설계

전공

⦁학생 본인이 전공명, 교과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한 개의 전공과정 이수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제도임.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00 이상 신청 가능.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설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는 없음.

부전공

⦁주 전공학과에서 2학기 이상 이수 후 성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선택학과(부)의 전공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 중 전공필수 교과목을 6학점이상 포함해야 함.

⦁2008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학(교직과정설치학과) 입학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부전공을 취소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취소를 철회할 수 있음.

※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 또는 복수·연계·융합·설계전공 중 하나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함.

3. 학사 안내

※ 학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학칙 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전공교육과정

  1) 주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전공심화과정’과 주전공 학과의 전공과 주전공 학과 이외의 전공을 병행 

이수하는 ‘다전공과정’을 운영합니다.

  2) 주전공의 전공심화과정 또는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중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부전공 이수 시 전공심화과정 또는 다전공과정 중 하나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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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입생 휴학 안내
   -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첨부) 및 질병휴학(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육아휴학(임신 진단서 첨부)은 가능합니다.

다. 전과(부)
   1) 모집단위 별 전과 모집인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학과 및 계열의 특성과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 전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단, 캠퍼스 간 전과 신청인원은 해당 입학년도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10%까지만 허용함)

   2) 전과는 2학년 이상에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만 허가합니다.

   3) 동일한 학부 내 전공으로는 전과를 불허합니다. 

   4) 편입학자, 재입학자, 수시 실기/실적(특기형) 입학자와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전과를 불허 합니다.

   5) 학년을 하향한 전과는 불허합니다.

   6) 약학대학, 의과대학으로의 전과는 불허합니다. 

   7) 사범대학, 적십자간호대학으로의 전과는 학과 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전과(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캠퍼스(서울, 안성) 간 학점교류
    - 소속캠퍼스에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캠퍼스 간 교류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2, 3학년은 학기별 3학점, 4학년은 학기별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총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재택강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양교과목은 학년 및 캠퍼스의 구분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

   3) 재택강의 과목은 재학기간 중 총 12학점까지 수강 가능합니다(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4) 교류이수가 가능한 교과목은 소속캠퍼스에 개설되지 않는 자유선택과목에 한합니다.

      ※ 다전공 이수를 위한 전공과목 이수는 캠퍼스 간 학점교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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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학교육인증 안내
 ※ 공학교육인증 관련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학교육인증학부(전공)
   - 공과대학 및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의 아래 학부(전공) 신입생은 학칙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 전공 및 외국인 전형 입학자, 해외대학 공동 또는 복수

학위자, 학‧석사 연계과정 대상 학생은 인증이수 포기원을 제출하면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2)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3)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 신설학과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입학시 안내 예정

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http://abeek.cau.ac.kr) 또

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http://www.abeek.or.kr)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 교직안내

가. 사범대학
  -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전원이 주전공 교직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에 의한 교직은 선발에 의해 가능합니다.

나. 비 사범대학
    교직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에 한하여 2학년 중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졸업 시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의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

  2) 선발인원: 학과별 교직 승인 인원 내에서 선발 가능

  3) 선발방법

   -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2학년 재학생 중 학업성적, 교직 적성 및 인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4) 교직설치학과 

   - 2021학년도 입학자의 교직설치학과는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에서 확인 가능함

   -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때 해당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선발가능

    ※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승인계획에 따라 교직설치학과 및 승인인원은 매년 변동 또는 폐지될 수 있음

다. 복수전공에 의한 교직 신청
  1) 사범대학 재학생 또는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이 복수전공 학과에서도 교직이수가 가능함

  2) 복수전공 학과에 교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복수전공 교직 승인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에 의해 가능함

라. 2021학년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무시험검정 기준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교직전공 3과목 8학점 포함)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3)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이상

  4) 간호사 면허, 영양사 면허 취득자 (보건, 영양교사에 한함)

  5) 재학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판정

  6)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문의: 사범대학 교직담당 ☎ 02) 820 -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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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교류 프로그램

  - 전 세계 69개국 583개 대학(SAF협정교 제외) 및 교육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교학생들은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방문학생, 단기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학생의 국제적 안목향상과 

외국어능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교환학생 제도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의 우수 자매대학에 제한된 정원 내에서 재학생을 선발, 파견하여 한 학기, 혹은 1년간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학생은 현지 등록금을 면제받고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공수업을 해외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학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안목과 소양을 

함양하면서 그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 방문학생 제도
  - 방문학생 프로그램은 교환학생과는 별도로 학생을 선발하여 자매대학에 파견하는 제도로 해외자매교와 본교에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하게 됩니다. 본교 등록금은 80% 장학금으로 고지감면 후 20%만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우수 대학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복수학위 제도
   - 졸업과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우리 대학에서 취득하고 남은 학점을 외국의 복수학위 교류협정 

체결대학에서 수학한 후 양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본교에서 2년 또는 3년을 수학하고 상대교에서 

2년 또는 1년을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장점
  1) 외국대학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학하고 교류함으로써 외국인과의 교류는 물론 견문을 넓히고 외국 문화를 체험하여 

국제적 인재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으며 외국어로 수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언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2) 교환/방문학생의 경우 해외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교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휴학이 필요한 자비유학 또는 

어학연수와 달리 졸업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은 Pass로 이관이 되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3) 복수학위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안에 두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 학업과 생활을 하면서 유학이나 취업과 같은 장래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5)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여 자립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가 됩니다.

마. 국제 교류 외국 대학 현황 (SAF제외)

( http://oia.cau.ac.kr/20150504/sub01/sub0103_new.php 참고 )
  ※ 상대교와의 협정의 종류에 따라 일부 대학의 경우는 교환학생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매학기 교환학생 파견 가능 

대학은 상대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앙대학교는 SAF(Study Abroad Foundation) 회원교이며 위 리스트에서 SAF 자매교 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내용은 별도 문의 요망.

□ 문의: 국제교류팀 교환학생 담당자

교환학생 파견 관련 일반 문의: 02)820-6573

아시아 지역: 02)820-6531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 02)820-6574

아메리카(북미/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02)820-6744



83

7. 교통안내

가. 서울캠퍼스 교통편 안내

  1)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4번 출구 >> 중앙대 정문까지 도보 10분 거리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

중앙대 후문까지 도보 11분 거리

➮학교셔틀버스: 상도역→중앙대 후문→중앙대 중문

➮마을버스(01번): 상도역→중대후문입구→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마을버스(21번): 상도역→중대후문입구→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마을버스(10번): 상도역→중대후문입구→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1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

셔틀버스, 마을버스 이용(약 15분 거리)

➮학교셔틀버스: 노량진역→상도역→중앙대후문→중앙대 중문

➮마을버스(01번): 

노량진역→상도역→중대후문입구→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2) 셔틀버스(무료)

지원자가 학교까지 쉽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도역(7호선) / 노량진역(1호선) 중문 - 후문 - 상도역 - 노량진역 - 상도역 - 후문 - 중문 ( 08:00 ∼ 18:30 )

중앙대입구역(9호선) 중문 - 중앙대입구역 - 정문 - 중문 – 교내 - 중문 ( 08:00 ∼ 10:00 )

  3) 버스

구분 버스 노선 번호

지선버스(초록색) 흑석 : 5511   5517   5524   6411

간선버스(파란색)
흑석 : 151    452    350    360    362    640    752      

상도 : 501    506    750A   750B

광역 및 공항버스(빨간색) 흑석 : 9408   6000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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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성캠퍼스 교통편 안내
  1) 버스: 안성버스터미널 www.anseongtr.co.kr 시외버스 노선 참조

  2) 안성캠퍼스 – 평택역 간 교통편

   가) 방학 중: 평택역에서 안성행 시외버스(70번, 50번, 8455번)를 이용하여 안성캠퍼스 정문에서 하차

   나) 학기 중: 평택역(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앞) → 학교 간 무료셔틀 순환버스 이용

      · 무료셔틀버스 운행시간표 및 중간정류소 안내

횟수 중앙대 출발 평택역 출발 횟수 중앙대 출발 평택역 출발

1 07:50 08:40 8 13:30 14:00

2 - 08:45 9 14:30 15:00

3 - 08:50 10 15:30 16:00

4 - 09:40 11 16:40 17:10

5 09:20 09:50 12 17:10 17:40

6 10:20 10:50 13 17:50 18:20

7 12:30 13:00

  3) 통학버스(유료) 

출발장소 안성행(오전) 서울행(오후)

❶ 반포 자이PLAZA 앞

   (7호선 반포역 3번 출구 앞)

07:50∼10:25까지 수시운행

*1교시 수업 막차 08:25, 

 2교시 수업 막차 09:25

(기타 30분 간격 운행)

12:30 ∼ 21:00 까지 수시운행

(강남역, 양재역, 죽전정류장 경유)

단, 16:00∼19:00까지는 죽전정류장만 경우

❷ 사당역 07:50(1회) - 금요일 제외 -

❸ 부평역(북부광장 시계탑 앞) 07:10(1회) 15:40, 17:40 2회 운행(금요일제외)

❹ 송내역

  (스테이션프라자건물 앞)

   * Safe 정차구역 NO13

07:30(1회) 15:40, 17:40 2회 운행(금요일제외)

❺ 안양(비산동사거리 출발) 07:35(1회)
15:50(월∼금요일 운행),

17:50(금요일 제외) 각 1대 운행 

❻ 성남,분당(모란역 7번 출구) 07:35(1회)
15:50(월∼금요일)서현역-이매역-야탑역-모란역 운행

17:50(금요일 제외)서현역-이매역-야탑역까지만 운행

❼ 잠실(잠실종합운동장 2번 출구) 07:30(1회)
15:50(금요일 제외)복정역-가락시장-송파역-잠실역 운행

17:50(금요일 제외)복정역-가락시장-송파역-잠실역 운행 

❽ 수원역(역전파출소 앞) 08:00(1회) -

❾ 죽전정류장
12:30 ∼ 21:00 까지 수시운행

(단, 16시∼19시: 양재, 강남역 운행 제외)

➓ 고덕(상일동역 2번 출구 앞) 07:10(1회) -

⓫ 강서구청(성지빌딩 앞) 07:00(1회) -

  ※ 위 노선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전후 5분∼10분) 
  ※ 자세한 통학안내 및 승차권구입 문의: (031) 670-3583
  ※ 중앙대학교 홈페이지www.cau.ac.kr 대학소개→캠퍼스안내(찾아오시는길)→셔틀버스(셔틀버스자세히보기)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