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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방법 및 일정

◎ 입학 전형별 선발방법

모집단위 구분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의료인력

양성

전문학사

소지자 

편입

특성화

고졸

재직자

편입

전형요소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제외)
102 39 - -

우선선발:서류 30%, 자격실적 심사 30%, 전적대학성적 30%, 

면접 10%(일부 모집단위에 한함)

일반선발 1단계 : 영어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전적대학 성적 20%

인문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문예창작, 패션디자인)
43 23 - -

일반선발 1단계 : 영어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전적대학 성적 20%

자연과학대학 18 5 - - 서류 40%, 전공기초시험 60%

공과대학,창의ICT공과대학 76 21 - -

우선선발:서류 30%, 자격실적 심사 30%, 전적대학성적 30%, 

면접 10%

일반선발 : 공업수학 100%

예술대학

(문예창작, 패션디자인 제외)
22 4 - -

1단계 : 실기 100%

2단계 : 1단계 성적 80%, 전적대학 성적 20%

적십자간호대학(간호학과) - - 10 - 영어 80% + 전적대학성적 20%

경영경제대학(지식경영학부) - - - 22 서류 40% + 전적대학성적 60%

편입학 계 261 92 10 22

  1) 우선선발 모집단위 :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2) 자연과학대학 학과별 전공기초시험 과목안내 : 물리학과(일반물리학), 화학과(일반화학), 생명과학과(일반생물학), 수학과(수학)

◎ 편입학 모집 전형별 지원자격

  - 아래 내용은 지원자격 요약표이며, 세부지원자격은 각 전형별 지원자격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편입 학사편입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소지자 편입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학

국내 정규대학
2학년 이상 등록 및 수료자이며, 

65학점 이상 취득인자
학사학위 취득자 X

일반편입 지원자격 

충족자 중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근무한 자

(상세사항 24p)

국외 정규대학

(학사학위과정)

2학년 이상 등록 및 

졸업학점의 50% 이상 

취득인자

학사학위 취득자 X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X 간호전문학사 취득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과정 70학점 이상 

이수자

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사 포함)
간호전문학사 취득자

   ※ 일반/학사편입에서 우선선발 지원자의 경우, 모집단위별 우선선발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편입학 모집
        

4

편입학 모집 전형일정

◎ 편입학모집 주요일정

전형 원서접수 서류제출
고사장 

조회

면접/필기/

실기고사

1단계 합격자 및 

자격심사

대상자 발표

최초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반

학사

편입

우선선발 지원자1)

16.12.20(화) 

10:00

~

12.22(목) 

18:00

17.1.2(월)

~

17.1.6(금)

우편소인

기준

17.1.10(화)

14:00

면접:17.1.21(토)

17.2.9(목)

14:00

17.2.9(목)

~

17.2.13(월)

 

은행마감시

까지

17.2.14(화)

~

17.2.17(금)

세부일정 

추후 공고

일반

선발

지원자

자연과학

대학 실기:17.1.14(토)

필기:17.1.15(일)상기 외 

전체
17.1.19(목)

14:00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소지자 편입

(간호학과)

필기:17.1.15(일)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

(지식경영학부)

  1) 우선선발 모집단위 :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 자격심사대상자 발표는 다음의 전형 및 모집단위(일반/학사편입 중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소지자 편입 전체)에 한하여 실시합

니다.(일반,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소지자 편입 모집인원의 3배수, 학사편입 모집인원의 5배수).

     자격심사대상자 불합격자는 전형료 일부(p.9 참조)가 반환됩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각 전형별 모집요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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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소재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의료인력

양성

전문학사

특성화

고졸

재직자

계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인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서울 3 1 　 　 4
영어영문학과 서울 11 4 　 　 15
유럽문화학부 서울 8 3 　 　 11
아시아문화학부 서울 3 2 　 　 5
철학과 서울 4 1 　 　 5
역사학과 서울 2 1 　 　 3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서울 11 4 　 　 15
심리학과 서울 4 2 　 　 6
문헌정보학과 서울 4 1 　 　 5
사회복지학부 서울 4 2 　 　 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서울 1 2 　 　 3
사회학과 서울 3 1 　 　 4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서울 5 2 　 　 7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서울 48 15 　 　 63
경제학부 서울 13 5 　 　 18
응용통계학과 서울 4 1 　 　 5
광고홍보학과 서울 1 2 　 　 3
국제물류학과 서울 4 2 　 　 6
지식경영학부 서울 - - 　 22 22

자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서울 2 1 　 　 3
화학과 서울 5 1 　 　 6
생명과학과 서울 8 2 　 　 10
수학과 서울 3 1 　 　 4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서울 7 2 　 　 9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서울 4 1 　 　 5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서울 5 1 　 　 6
화학신소재공학부 서울 6 2 　 　 8
기계공학부 서울 14 2 　 　 16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서울 6 3 　 　 9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서울 21 6 　 　 27
융합공학부 서울 9 2 　 　 11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서울 4 2 　 　 6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서울 - - 10 　 10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안성 4 2 　 　 6
생명자원공학부(식물시스템과학전공) 안성 4 2 6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안성 1 2 　 　 3
식품공학부(식품영양전공) 안성 1 2 3
시스템생명공학과 안성 1 1 　 　 2

예체능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연기)전공) 서울 4 - 　 　 4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안성 1 - 　 　 1
공연영상창작학부(한국무용전공) 안성 2 - 　 　 2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안성 2 - 　 　 2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안성 - 2 2
미술학부(서양화전공) 안성 2 - 　 　 2
음악학부(성악전공) 안성 6 - 　 　 6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안성 6 4 　 　 10
총계 261 92 10 22 385

2017학년도편입학모집모집인원총괄표

  1)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의 경우 실기시험 없이, 영어 필기고사를 반영합니다.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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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입학 관련 모든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를 통해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편입학 학년은 3학년입니다.

2. 전형 및 모집단위의 복수지원이 불가합니다.(일반선발과 우선선발도 복수지원 불가) 

3.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학성적이 현저하게 낮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4.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터넷 입력, 관련 서류의 미제출,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5. 2017학년도 편입학 시행 기본계획(교육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정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모든 부정행위 적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제출서류를 허위기재, 위·변조하거나 대리시험 및 부정약물 복용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는 입학이 취소되며, 본교 입학전형에 3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6. 필수 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7.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수료/졸업 예정증명서 제출자로서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7년 2월 27일(월)까지 수료(또는 졸업)증명서 1통을 추가

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료/졸업 예정증명서 제출자 중 당해 학기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한 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9. 합격자에 대해 추후 학력 조회를 실시하며, 편입학 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

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최종합격자 중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 2017년 2월 27일(월)

    ※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확인서 관련 문의 : 외교부 아포스티유 담당(02-2100-7500))

11. 합격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또는 컴퓨터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2. 편입학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해당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13. 입학원서에 입력된 본인의 연락처는 편입학 추가 합격자 통보 종료 시점인 2017년 2월 16일(목) 21:00까지 연락(전화)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교 입학처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4. 편입학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신청은 지정된 기간(2017.02.14.(화)~2017.02.16.(목) 19시까지) 동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P.28 참조)

15. 고사 당일에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 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표는 본교 홈페이지 및 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분실 시에는 재 출력이 가능합

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합니다. 

16. 본 모집 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 본인이 상기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7.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학칙에 따릅니다.

1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와 입학처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820-6393   /   FAX : 02)813-8158   /   홈페이지 : http://admission.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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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전형료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 2016. 12. 20(화) 10시 ∼ 22(목) 18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나. 입학원서 접수방법

   ※ 접수 대행업체에서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유의 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

  1) 원서접수 마감 일시

    - 2016. 12. 22(목) 18시 정각(접수업체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이전에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입학원서 접수 방법 도표 참조)까지 마친 지원자에 한하여 

18시 20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이전에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입학원서 접수 방법 도표 참조)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이전에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입학원서 접수 방법 도표 참조)까지 마쳤으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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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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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입학처[(02)820-6393]로 통보해야 합니다.

  7) 전형료의 환불을 위해 반드시 계좌번호 란에 우체국 및 시중은행의 본인,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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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1566-898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사용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되도록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원서 접수를 마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형료 납부액

전형명 및 세부유형 모집단위 전형료

일반/학사편입/의료인력양성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공과대학,

창의ICT대학, 경영경제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예술대학(문예창작ㆍ패션디자인전공)
80,000원

일반/학사편입 예술대학(문예창작ㆍ패션디자인전공 제외), 체육대학 100,000원

특성화고졸재직자 지식경영학부 60,000원

      ※ 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 결재방식 : 원서접수대행 지정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가능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cau.ac.kr)

원서접수 선택
원서작성

유의사항 확인

입학원서 작성

(모든 사항 입력 후 저장)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시점

(원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한 상태)

전형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우편으로 서류제출

접수 완료 확인 후

입학원서, 수험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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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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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합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반환 기준(제42조3)

  ① 기본 반환기준 

전형료 반환 기준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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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원서접수 시 전형료 반환대상여부에 대상자임을 입력, 아래 관련 증빙서류를 2017.1.6(금), 우편소인기준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구분  자격증빙서류

전형료 반환대상자 전체 - 입학원서 1부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 제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 기준 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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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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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한하여, 관련 증명서류 1부 및 전형료환불요청서 제출)

전형료 전액

• 다단계 전형의 1단계 불합격자 및 자격심사 비대상자 (17.1.19 (목) 14:00발표) 20,000원  

 

  ② 상기 기준 외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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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합니다. (단순변심, 결시 및 각종 개인사유

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구   분 반환 금액

원서접수 기간내(2016.12.22.(목) 18시 이전 취소 요청자)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2016.12.26. 18시 이전 취소 요청자 전형료의 70%

원서접수 마감 후 2016.12.26. 18시 후 ~ 2017.1.13. 18시 이전 취소 요청자 전형료의 50%

2017.1.13. 18시 후 취소 요청자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반환은 원서 작성 시 기재한 계좌로 반환되며, 계좌번호는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함.

     • 원서접수 취소요청은 입학처 홈페이지 원서취소 신청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기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

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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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

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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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편입학 전형안내

일반편입

학사편입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편입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

실기고사과제(일반/학사편입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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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편입

가. 지원자격

   1) 공통

    가) 국내 정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이상 등록 및 수료한 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나) 국외 정규대학(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등록 및 졸업학점의 50%이상 취득자

    다) 국내·외 2(3)년제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나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이상 취득자

    ※ 편입학 지원 당시 예정자도 포함하나 2017년 2월 기준으로 가)~라) 중 1개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함.

   2) 우선선발

    가) ‘1) 공통’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조건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열 모집단위 대상자 비고

인문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공인회계사 1차 이상 합격자

2016. 1. 1 이후

우선선발 

자격취득자에 한함

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사법, 행정,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1차 이상 합격자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이상 합격자

·입법고시 1차 이상 합격자 

자연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전체 ·변리사, 행정고시(기술직) 1차 이상 합격자

나.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6. 12.20(화) 10시 ~ 12.22(목)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17. 1. 2(월) ~ 1. 6(금) 우편소인기준 ⋅ 지원자 전원 우편제출(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P.14)

수험생 유의사항 2017. 1. 10(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 장소 및 시간은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 시 발표

⋅ 우선선발 지원자는 필기고사 응시하지 않음(면접만 응시)실기/필기/면접고사

실기 : 2017. 1.14(토)

필기 : 2017. 1.15(일) 10시 , 14시

우선선발 면접 : 2017. 1.21(토)

1단계 합격자 및

자격심사대상자 발표
2017. 1. 19(목) 14시 ⋅ 발표대상 : 자연과학대학 및 우선선발 지원자 제외한 전체

최초 합격자 발표 2017. 2. 9(목)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은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최초 합격자 등록 2017. 2. 9(목) ∼ 2.13(월) 은행마감시

충원 합격자 발표 2017. 2.14(화) ~ 2.16(목)

충원 합격자 등록 2017. 2.15(수) ~ 2.17(금) 은행마감시

    ※ 자격심사대상자 발표 : 공과대학 , 창의ICT공과대학에 한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에 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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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방법

    가) 모집단위는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전적 대학 학과․전공의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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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 우선선발 지원자는 일반선발 중복지원 불가하며, 면접고사만 응시합니다.

 ※ 우선선발 모집인원은 총 모집인원 중 최대 50%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일반선발은 우선선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발합니다.

계열
모집단위

소재지 모집인원
우선선발

모집여부
시험과목 및 일정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인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서울 3

영어: 17. 1.15(일) 10시

영어영문학과 서울 11
유럽문화학부 서울 8
아시아문화학부 서울 3
철학과 서울 4
역사학과 서울 2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서울 11 O 일반선발–영어: 17. 1.15(일) 10시
우선선발-면접: 17. 1.21(토)

심리학과 서울 4

영어: 17. 1.15(일) 10시

문헌정보학과 서울 4
사회복지학부 서울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서울 1
사회학과 서울 3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서울 5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서울 48 O 일반선발–영어: 17. 1.15(일) 10시
우선선발-면접: 17. 1.21(토)경제학부 서울 13 O

응용통계학과 서울 4
영어: 17. 1.15(일) 10시광고홍보학과 서울 1

국제물류학과 서울 4
계 133

자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서울 2

전공기초: 17. 1.15(일) 14시
화학과 서울 5
생명과학과 서울 8
수학과 서울 3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서울 7 O

일반선발–공업수학: 17. 1.15(일) 14시
우선선발-면접: 17. 1.21(토)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서울 4 O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서울 5 O

화학신소재공학부 서울 6 O

기계공학부 서울 14 O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서울 6 O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서울 21 O

융합공학부 서울 9 O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서울 4 O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안성 4

영어 : 17. 1.15(일) 10시
생명자원공학부(식물시스템과학전공) 안성 4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안성 1
식품공학부(식품영양전공) 안성 1
시스템생명공학과 안성 1

계 105

예체능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전공) 서울 4 실기 : 17. 1.14(토)
공연영상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안성 1 영어 : 17. 1.15(일) 10시
공연영상창작학부(한국무용전공) 안성 2

실기 : 17. 1.14(토)

디자인학부(공예전공) 안성 2
미술학부(서양화전공) 안성 2

음악학부(성악전공) 안성
6

(남3,여3)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안성 6

계 23
총계 261

  1)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는 반드시 공학교

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이 증가할 수 있고 졸업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와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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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방법

  1) 우선선발 : 서류 30%, 자격증 실적심사 30%, 전적대학 성적 30%, 면접 10%

        ※ 우선선발 모집단위 :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2) 일반선발

시험 유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기

영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일부(문예창작)

1단계(3배수) 영어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전적대학 성적 20%

전공

기초
자연과학대학 일괄합산

서류 40% + 전공기초 60%

모집단위별 전공기초 시험과목

모집단위 과목 모집단위 과목

물리학과 일반물리학 화학과 일반화학

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수학과 수학

공업

수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전체

일괄합산
(자격심사 대상자 

3배수 선발)

공업수학 100% 

실기 예술대학 (문예창작 제외 )
1단계(3배수) 실기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전적대학 성적 20%

       ※ 경영학부, 경제학부,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은 우선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일정 인원 선발

  3) 전형방법

    가) 필기고사(영어, 공업수학, 전공기초)

  

시험유형 출제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출제 형식

영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어 서적을 읽고 이해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문, 사회, 자연의 다양한 영역 지문을 기초로 

어휘 능력,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론 능력과 독해 능력 등을 측정하

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40

60분
객관식

(4지선다형)

공업수학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를 포함하여 공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심화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학수학 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하

기 위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30

전공기초

자연과학 및 수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심화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공기초관련 지식(아래 참조)과 응용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30
물리학과 일반물리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화학과

일반화학 지식과 함께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

학, 생화학 등 전공교과의 기초적인 이해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문제 출제

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수학과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에 대한 응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나) 실기고사 : 25쪽 실기고사 과제 참조

    다) 면접고사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면접(우선선발에 한하여 실시)

    라)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계획 및 동기, 전공적합성, 학업관련 활동 및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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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적 대학 성적 반영 방법

구분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환산방법

①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 전적 대학 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자
반영점수(A) = 기본점수(77) + (0.23×전적대학성적(B))

 ② 전적대학 성적 미반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외국대학 및 원격대학 출신자

  - 상기 외 전적 대학 성적(전체 학년 성적을 100점 만

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식(A)를 통해 반영점수 산출 시,

전적대학성적(B) 대신 필기(서류, 실기)고사 성적을 활용한 

환산점수 적용

         - 전적 대학 수가 2곳 이상인 경우(편입 1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을 반영합니다.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마.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2) 필기(영어, 공업수학, 전공기초), 실기, 면접고사, 서류평가 성적이 일정 성적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3) 서류미제출자, 지원자격 미충족자, 결시자(부분결시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모집단위별 동점자 처리기준

   가) 우선선발, 일반선발 1단계, 자격심사 대상자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나) 최종선발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단계 성적(필기, 실기고사) 또는 자연과학대학 서류평가 우수자

②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우선순위

③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식A) 우수자

④ 이수 학점이 많은 자(최종 재학 대학 기준)

⑤ 필기고사 응시 모집단위 : 고득점문항 다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본교 합격자 심의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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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 지원자 전원 서류 제출

  - 서류 제출기간 : 2017.1.2(월) ~ 2017.1.6(금)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 서류 제출처 : (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입학처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 출력, 서류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제출)

제출 서류 비  고

필

수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전적대학

증명서
(수료/졸업/성적)

출신구분 제출서류

국내

대학

전문대학 출신자
- 전문학사 학위(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4년제 대학

2학년이상 수료자

-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확인서(본교소정양식)1)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학점

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학사학위과정
- 학점인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외국

대학

준학사학위 과정
- Associate Degree 또는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성적 포함)

학사학위 과정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성적 포함)

- 학교증빙서류(학년별 이수학점 및 졸업 요건(학점 등)이 기재된 서류)

 1) 수료예정확인서: 전적 대학에서 수료예정증명서 발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선택
전형료 환불

증빙서류

- 해당 서류는 원서접수시 전형료 환불대상자로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제출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8p 마.-1) 전형료 반환기준 표의 서류목록 참고
 

해당자 필수서류 ▼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우선선발 지원자 - 지원자격에 따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우선선발 지원자

자연과학대학 지원자

- 자기소개서 1부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선택서류 요약서 (본교소정양식 참고, 원서접수 시 내용 입력, 출력하여 제출)

  대학과정 중 활동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각종 경력,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 등을 작성

  제출가능 서류가 없는 경우 작성불가

- 선택서류 (총 20매 이내 제출)

  각종 경력,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 등에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유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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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2017년 2월 27일(월)까지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최종 합격자에 한함)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료(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합격 후 2017년 2월 27일(월)까지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원 소속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만 인정합니다.

※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 증명서(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본인 경우 본교 입학처를 

방문하여 원본대조필 한 후 사본제출).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증명서 상 성명 등이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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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편입

가. 지원자격

   1) 공통

     가) 국내·외 정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 졸업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독학사 포함)

     ※ 편입학 지원 당시 예정자도 포함하나 2017년 2월 기준으로 가)~나) 중 1개 지원 자격을 갖춰야 함.

   2) 우선선발

     가)‘1) 공통’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조건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계열 모집단위 대상자 비고

인문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공인회계사 1차 이상 합격자

2016. 1. 1 이후

우선선발 

자격취득자에 한함

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사법, 행정,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1차 이상 합격자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이상 합격자

·입법고시 1차 이상 합격자 

자연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전체 ·변리사, 행정고시(기술직) 1차 이상 합격자

나.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6. 12.20(화) 10시 ~ 12.22(목)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17. 1. 2(월) ~ 1. 6(금) 우편소인기준 ⋅ 지원자 전원 우편제출(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P.19)

수험생 유의사항 2017. 1. 10(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 장소 및 시간은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시 발표

⋅ 우선선발 지원자는 필기고사 응시하지 않음(면접만 응시)실기/필기/면접고사

실기 : 2017. 1.14(토)

필기 : 2017. 1.15(일) 10시 , 14시

우선선발 면접 : 2017. 1.21(토)

1단계 합격자 및

자격심사대상자 발표
2017. 1. 19(목) 14시 ⋅ 발표대상 : 자연과학대학 및 우선선발 지원자 제외한 전체

최초 합격자 발표 2017. 2. 9(목)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은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최초 합격자 등록 2017. 2. 9(목) ∼ 2.13(월) 은행마감시

충원 합격자 발표 2017. 2.14(화) ~ 2.16(목)

충원 합격자 등록 2017. 2.15(수) ~ 2.17(금) 은행마감시

    ※ 자격심사대상자 발표 :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에 한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에 대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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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방법

    가) 모집단위는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전적 대학 학과․전공의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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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 우선선발 지원자는 면접고사만 응시 (일반선발 중복지원 불가)

 ※ 우선선발 모집인원은 총 모집인원 중 최대 50%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일반선발은 우선선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발합니다.

계열
모집단위

소재지 모집인원
우선선발

모집여부
시험과목 및 일정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인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서울 1

영어: 17. 1.15(일) 10시

영어영문학과 서울 4

유럽문화학부 서울 3

아시아문화학부 서울 2

철학과 서울 1

역사학과 서울 1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서울 4 O
일반선발–영어: 17. 1.15(일) 10시
우선선발-면접: 17. 1.21(토)

심리학과 서울 2

영어: 17. 1.15(일) 10시

문헌정보학과 서울 1

사회복지학부 서울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서울 2

사회학과 서울 1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서울 2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서울 15 O 일반선발–영어: 17. 1.15(일) 10시
우선선발-면접: 17. 1.21(토)경제학부 서울 5 O

응용통계학과 서울 1

영어: 17. 1.15(일) 10시광고홍보학과 서울 2

국제물류학과 서울 2

계 51

자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서울 1

전공기초: 17. 1.15(일) 14시
화학과 서울 1

생명과학과 서울 2

수학과 서울 1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서울 2 O

일반선발–공업수학: 17. 1.15(일) 14시
우선선발-면접: 17. 1.21(토)
※ 건축학부는 일반선발만 모집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서울 1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서울 1

화학신소재공학부 서울 2 O

기계공학부 서울 2 O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서울 3 O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서울 6 O

융합공학부 서울 2 O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서울 2 O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안성 2

영어 : 17. 1.15(일) 10시
생명자원공학부(식물시스템과학전공) 안성 2

식품공학부(식품공학전공) 안성 2

식품공학부(식품영양전공) 안성 2

시스템생명공학과 안성 1

계 35

예체능

예술대학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 안성 2 영어 : 17. 1.15(일) 10시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안성 4 실기 : 17. 1.14(토)

계 6

총계 92

  1)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는 반드시 공학교

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이 증가할 수 있고 졸업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와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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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방법

  1) 우선선발 : 서류 30%, 자격증 실적심사 30%, 전적대학 성적 30%, 면접 10%

        ※ 우선선발 모집단위 :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경제학부,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2) 일반선발

시험 유형 모집단위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기

영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일부(패션디자인)

1단계(5배수) 영어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전적대학 성적 20%

전공

기초
자연과학대학 일괄합산

서류 40% + 전공기초 60%

모집단위별 전공기초 시험과목

모집단위 과목 모집단위 과목

물리학과 일반물리학 화학과 일반화학

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수학과 수학

공업

수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전체

일괄합산
(자격심사 대상자 

5배수 선발)

공업수학 100%

실기 예술대학(패션디자인 제외)
1단계(5배수) 실기 100%

2단계 1단계 성적 80% + 전적대학 성적 20%

       ※ 경영학부, 경제학부, 공공인재학부,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은 우선선발 합격자를 제외한 일정 인원 선발

  3) 전형방법

    가) 필기고사(영어, 공업수학, 전공기초

  

시험유형 출제 유형 문항 수 시험 시간 출제 형식

영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어 서적을 읽고 이해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

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문, 사회, 자연의 다양한 영역 지문을 기초로 어휘 능력,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론 능력과 독해 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40

60분
객관식

(4지선다형)

공업수학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를 포함하여 공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심화 전공을 성공

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학수학 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30

전공기초

자연과학 및 수학을 전공할 학생들이 심화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공기초관련 지식(아래 참조)과 응용능력을 평

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30
물리학과 일반물리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화학과
일반화학 지식과 함께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

화학 등 전공교과의 기초적인 이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수학과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에 대한 응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출제

    나) 실기고사 : 25쪽 실기고사 과제 참조

    다) 면접고사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면접(우선선발 모집단위에서만 실시)

    라)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계획 및 동기, 전공적합성, 학업관련 활동 및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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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적 대학 성적 반영 방법

구분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환산방법

①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 전적 대학 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자
반영점수(A) = 기본점수(77) + (0.23×전적대학성적(B))

 ② 전적대학 성적 미반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외국대학 및 원격대학 출신자

  - 상기 외 전적 대학 성적(전체 학년 성적을 100점 만

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식(A)를 통해 반영점수 산출 시,

전적대학성적(B) 대신 필기(서류, 실기)고사 성적을 활용한 

환산점수 적용

         - 전적 대학 수가 2곳 이상인 경우(편입 1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을 반영합니다.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마.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2) 필기(영어, 공업수학, 전공기초), 실기, 면접고사, 서류평가 성적이 40점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3) 서류미제출자, 지원자격 미충족자, 결시자(부분결시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모집단위별 동점자 처리기준

   가) 우선선발 , 일반선발 1단계 , 자격심사 대상자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나) 일반선발 최종 

동점자 처리 기준

① 1단계 성적(필기, 실기고사) 또는 자연과학대학 서류평가 우수자

②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우선순위

③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식A) 우수자

④ 이수 학점이 많은 자(최종 재학 대학 기준)

⑤ 필기고사 응시 모집단위 : 고득점문항 다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본교 합격자 심의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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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 지원자 전원 서류 제출

  - 서류 제출기간 : 2017.1.2(월) ~ 2017.1.6(금)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 서류 제출처 : (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입학처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 출력, 서류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제출)

제출 서류 비  고

필

수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전적대학

증명서

(졸업/성적)

출신구분 제출서류

국내

대학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학점

은행제

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외국

대학
학사학위 과정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성적 포함)

- 학교증빙서류(학년별 이수학점 및 졸업 요건(학점 등)이 기재된 서류)

선택
전형료 환불

증빙서류

- 해당 서류는 원서접수시 전형료 환불대상자로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제출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8p 마.-1) 전형료 반환기준 표의 서류목록 참고
 

해당자 필수서류 ▼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우선선발 지원자 - 지원자격에 따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우선선발 지원자

자연과학대학 지원자

- 자기소개서 1부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선택서류 요약서 (본교소정양식 참고, 원서접수 시 내용 입력, 출력하여 제출)

  대학과정 중 활동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각종 경력,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 등을 작성

  제출가능 서류가 없는 경우 작성불가

- 선택서류 (총 20매 이내 제출)

  각종 경력,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 등에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유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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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2017년 2월 27일(월)까지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최종 합격자에 한함)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료(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합격 후 2017년 2월 27일(월)까지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원 소속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만 인정합니다.

※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 증명서(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본인 경우 본교 입학처를 

방문하여 원본대조필 한 후 사본 제출).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증명서 상 성명 등이 다른 경우에 한함)



2017학년도 편입학 모집
        

20

3. 의료인력양성 전문학사소지자 편입학

가. 지원자격

  - 간호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 편입학 지원 당시 예정자도 포함하나 2017년 2월 기준으로 위의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나.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6. 12.20(화) 10시 ~ 12.22(목)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17. 1. 2(월) ~ 1. 6(금) 우편소인기준 ⋅ 지원자 전원 우편제출(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P.14)

수험생 유의사항 2017. 1. 10(화)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시험 장소 및 시간은 수험생 유의사항 공지시 발표필기고사 2017. 1.15(일) 10시

자격심사대상자 발표
(모집인원의 3배수 선발)

2017. 1. 19(목)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최초 합격자 발표 2017. 2. 9(목)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은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최초 합격자 등록 2017. 2. 9(목) ∼ 2.13(월) 은행마감시

충원 합격자 발표 2017. 2.14(화) ~ 2.16(목)

충원 합격자 등록 2017. 2.15(수) ~ 2.17(금) 은행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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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시험과목 및 일정

자연 서울 적십자간호대학 간호학과 10 영어 : 17.1.15(일) 10시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와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전형방법 : 영어 80% + 전적대학 성적 20%

   1) 필기고사(영어)

  

시험유형 출제 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출제 형식

영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어 서적을 읽고 이해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문, 사회, 자연의 다양한 영역 

지문을 기초로 어휘 능력,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논리적 추론 능력과 

독해 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40 60분
객관식

(4지선다형)

   2) 전적 대학 성적 반영 방법

구분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환산방법

①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 전적 대학 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자
반영점수(A) = 기본점수(77) + (0.23×전적대학성적(B))

 ② 전적대학 성적 미반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외국대학 및 원격대학 출신자

  - 상기 외 전적 대학 성적(전체 학년 성적을 100점 만

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식(A)를 통해 반영점수 산출 시,

전적대학성적(B) 대신 필기고사 성적을 활용한 환산점수 

적용

         - 전적 대학 수가 2곳 이상인 경우(편입 1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을 반영합니다.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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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2) 필기(영어)성적이 40점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3) 서류미제출자, 지원자격 미충족자,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① 필기고사 성적 우수자

②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우선순위

③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식A) 우수자

④ 이수 학점이 많은 자(최종 재학 대학 기준)

⑤ 필기고사 응시 모집단위 : 고득점문항 다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본교 합격자 심의에 따라 결정함.

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 서류 제출기간 : 2017.1.2(월)~2017.1.6(금)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 서류 제출처 : (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입학처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 출력, 서류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제출)

제출 서류 비  고

필

수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전적대학

증명서
(졸업/성적)

출신구분 제출서류

국내

대학
전문대학 출신자

- 전문학사 학위(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학점

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외국

대학
준학사학위 과정

- Associate Degree 또는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성적 포함)

 1) 수료예정확인서: 전적 대학에서 수료예정증명서 발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선택
전형료 환불

증빙서류

- 해당 서류는 원서접수시 전형료 환불대상자로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제출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8p 마.-1) 전형료 반환기준 표의 서류목록 참고

※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2017년 2월 27일(월)까지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최종 합격자에 한함)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료(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합격 후 2017년 2월 27일(월)까지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원 소속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만 인정합니다.

※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 증명서(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본인 경우 본교 입학처를 

방문하여 원본대조필 한 후 사본 제출).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증명서 상 성명 등이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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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학

가. 지원자격

   1) 아래 일반편입 지원자격 충족자 중 ‘2) 특성화고졸재직자 자격’을 충족하는 자

    가) 국내 정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이상 등록 및 수료한 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자

    나) 국외 정규대학(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등록 및 졸업학점의 50%이상 취득자

    다) 국내·외 2(3)년제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나 학사학위 과정 중 

70학점 이상 취득자

   ※ 편입학 지원 당시 예정자도 포함하나 2017년 2월 기준으로 가)~라) 중 1개 지원자격을 갖춰야 함.

  

   2) 특성화고졸재직자 자격

    가)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산업체 근무경력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재직상태 

유지

- 지원시점 기준(원서접수 시작일 2016. 12. 20(화)) 미재직자는 지원 불가

- 개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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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영업)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

    ※ 군 의무복무, 직업군인 등의 군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산업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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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6. 12.20(화) 10시 ~ 12.22(목) 18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17. 1. 2(월) ~ 1. 6(금) 우편소인기준 ⋅ 지원자 전원 우편제출(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P.24)

최초 합격자 발표 2017. 2. 9(목) 14시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 등록은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최초 합격자 등록 2017. 2. 9(목) ∼ 2.13(월) 은행마감시

충원 합격자 발표 2017. 2.14(화) ~ 2.16(목)

충원 합격자 등록 2017. 2.15(수) ~ 2.17(금) 은행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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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22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와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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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방법 : 서류평가 40% + 전적대학 성적 60%

   1) 서류평가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계획 및 동기, 전공적합성, 학업관련 활동 및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전적 대학 성적 반영 방법

구분 전적대학성적 반영점수 환산방법

①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 전적 대학 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자
반영점수(A) = 기본점수(77) + (0.23×전적대학성적(B))

 ② 전적대학 성적 미반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외국대학 및 원격대학 출신자

  - 상기 외 전적 대학 성적(전체 학년 성적을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한 점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상기 식(A)를 통해 반영점수 산출 시,

전적대학성적(B) 대신 서류성적을 활용한 환산점수 적용

         - 전적 대학 수가 2곳 이상인 경우(편입 1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학점 포함)을 반영합니다. 단, 편입학 후 바

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마. 합격자 결정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2) 서류평가 및 면접성적이 일정 성적 미만인 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3) 서류미제출자, 지원자격 미충족자, 결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② 전적대학 성적 반영자 우선순위

② 전적대학 성적 반영점수(식A) 우수자

③ 이수 학점이 많은 자(최종 재학 대학 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본교 합격자 심의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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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 서류 제출 : 2017.1.6(금) 우편소인까지 인정 (우편소인 : 우체국 우편발송 날짜 도장)

  - 서류 제출처 : (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입학처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표지” 출력, 서류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제출)

제출 서류 비  고

필

수

입학원서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전적대학

증명서
(수료/졸업/성적)

출신구분 제출서류

국내

대학

전문대학 출신자
- 전문학사 학위(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4년제 대학

2학년이상 수료자

-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확인서(본교소정양식)1)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학점

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
- 전문학사학위(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학사학위과정
- 학점인정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 기재 필수)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외국

대학

준학사학위 과정
- Associate Degree 또는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성적 포함)

학사학위 과정
- 성적증명서(최종 재학학기 및 전학년 성적 포함)

- 학교증빙서류(학년별 이수학점 및 졸업 요건(학점 등)이 기재된 서류)

 1) 수료예정확인서: 전적 대학에서 수료예정증명서 발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직장상사 추천서 ⋅입학처 홈페이지 추천서 양식 사용하여 작성 후 우편제출

자격증빙서류

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⑵ 재직증명서 전체 재직기간 포함해야 하며 현 직장에 한함

⑶ 경력증명서 현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⑷ 산업체 4대보험 가입 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등을 제출

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군 경력이 있는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필수제출

⋅모든 자격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2016.12.20.(화) 이후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 최종 합격자는 개강일 기준 재직 확인을 위하여 2017. 3. 2(목)이후 발급된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를  2017. 3. 6(월)까지 제출

자기소개서 

및 선택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선택서류 요약서 (본교소정양식 참고, 원서접수 시 내용 입력, 출력하여 제출)

  대학수학 및 재직과정 중 활동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각종 경력,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 

등을 작성 제출가능 서류가 없는 경우 작성불가

- 선택서류 (총 20매 이내 제출)

  각종 경력,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 등에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유양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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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전형료 환불

증빙서류

- 해당 서류는 원서접수시 전형료 환불대상자로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제출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8p 마.-1) 전형료 반환기준 표의 서류목록 참고

※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2017년 2월 27일(월)까지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최종 합격자에 한함)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료(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합격 후 2017년 2월 27일(월)까지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료(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생은 개강일 기준 재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원 소속 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만 인정합니다.

※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 증명서(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이수학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본인 경우 본교 입학처를 

방문하여 원본대조필 한 후 사본 제출).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증명서 상 성명 등이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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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체능계열 실기고사과제 (일반/학사편입 공통)

가. 예술대학

   1) 공연영상창작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비율

연극

(연기)

◉ 종합(자유)연기 (2분 이내)

   - 국내외 희곡작품의 일부분을 선택

    ※ 수험생이 자신의 연기력과 특기(움직임, 가창 등)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표현

    ※ 수험생의 반주는 CD 1번 트랙에 녹음하여 2장 지참

◉ 적성, 소양, 특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및 실연 요구 (3분 이내)

100%

한국

무용

◉ 전공실기(전통, 창작 중 택1)
 - 전통 :살풀이춤, 승무, 한량무, 소고춤, 춘앵전, 무산향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중 독무로 가능 한 작품 택1
 - 창작 :본인이 준비한 작품 

  ①-1. 의상(전통) : 개인 준비(지정의상 외 착용불가) 
    ․ 남 : 물실크 흰색 저고리, 흰색 바지, 흰색 조끼, 흰색 슈즈 또는 버선
    ․ 여 : 물실크 흰색 치마(옷고름, 끝동, 깃 등은 치마 색과 동일할 것),  흰색 저고리, 흰색 슈즈 또는 버선
  ①-2. 의상(창작) : 실크, 레이스를 비롯한 특수소재 활용 및 큐빅 등 장식사용 절대 불가함 
    ․ 남 : 통바지 혹은 한복바지(벨트와 행전착용가능), 검정색 레오타드
    ․ 여 : 검정색 레오타드, 분홍색 타이즈(속바지 착용불가)  
          풀치마(본교에서 준비한 몽탁 소재의 치마를 일괄 착용함) 
    ※ 남녀 모두 신발의 형태와 색상은 자유이나 굽 슈즈는 불가, 맨발 혹은 버선도 가능함
  ② 머리 : ․ 남-단정한 머리     ․ 여-올림머리(망 쓴 머리)
  ③ 음악(자유곡 : 개인준비) : CD음악

100%
(전통:3분,
창작:2분)

   2) 디자인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비율

공예  ◉ 연필 정밀 묘사, 규격 3절 – 소재 당일 제시
100%

(90분)

   3) 미술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비율

서양화
 ◉ 인체수채화+정물(2절지, 54cm x 79cm, 실제 그림규격)
 - 복장을 착용한 인체모델과 배치된 1~2개의 정물을 함께 구성하여 그림

100%

(240분)

   4) 음악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비율

성악

(남,여)

 ◉ 독일 가곡, 프랑스 가곡, 영미 가곡 중 1곡 50%

 ◉ Opera Aria, 오라토리오, 콘체르토 아리아 중 1곡 (단, 아리아는 원곡, 원조로 불러야 함) 50%

나.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
전공 실기고사 과제 배점비율

생활․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윗몸 

일으키기

(남/여)

단위: 개

◉ 자동화 측정 장비에 수험자가 무릎을 45˚굽히고 두 팔을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상체

를 지면에 완전히 부착한 후 진행요원의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실시. 

◉ 깍지 낀 팔의 팔꿈치가 무릎 부분의 레이저 센서를 통과하고, 뒤로 젖힐 때 머리 부분의 센서

를 터치해야 완전한 1회로 자동 측정되며, 깍지가 풀리거나 무릎 부분의 레이저 센서 또는 머

리 부분의 센서를 터치하지 않으면 횟수에 가산되지 아니함.

◉ 1분 동안의 횟수를 측정합니다.

50%

제자리

멀리뛰기

(남/여)

단위:거리(cm)

◉ 자동화 측정 장비의 표시된 선위에 위치하여 시작하며,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 10초 이내

에 뛰어야 함.

◉ 도약 후 최종적으로 몸이 닿은 부분의 기록이 자동센서로 측정되며, 파울 선 밖으로 몸이 

나갔을 경우 파울이 됨.

◉ 라인을 밟거나 이중 도약을 하면 파울처리 되며, 기회는 총 2회 주어지고, 2회 측정 후 그 

중 좋은 기록을 점수화함.

◉ 모든 파울 행위는 1회 시도로 간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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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등록금 납부, 충원합격,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등록금 납부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등록포기 및 등록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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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납부

가. 등록기간 : 2017. 2. 9(목) ∼ 2. 13(월) 16시(은행 마감시간)까지

나.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기간 내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출력

다. 등록장소 및 방법

  1)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방문등록 또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2)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기간 중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4)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자는 등록 포기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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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가. 충원 합격자 발표 일정 : 2017. 2.14(화) ∼ 2.16(목) 21시까지, (세부일정 추후공고)

나. 충원 방법

  1) 해당 전형·유형의 모집단위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본교의 입학전형 성적 순위에 따라 충원 합격자를 선발하며 결격자 

및 결시자는 충원 합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충원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 게시한 합격자 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유선상 질의를 통한 합격자 조회는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합격자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만약, 유선을 통한 충원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 후 미통화, 안내문자 발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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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합니다.

  5)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이 된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 충원 합격자 등록 일정

  1) 충원 합격자 등록 : 2017. 2. 15(수) ∼ 2. 17(금) 16시(은행 마감시간)까지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또는 ATM를 통한 계좌이체 입금

  2) 추가합격 차수별 등록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차수의 합격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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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가. 등록 포기 신청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cau.ac.kr)에 

2017. 2. 16(목) 19시까지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나. 등록금 환불

  1) 환불 신청 기간 : 2017. 2. 14(화) 9시 ∼ 16(목) 19시까지

  2) 등록 포기 및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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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시 환불계좌 및 본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입학원서 수정 요청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입학처에 팩스(02-813-8158)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 수험번호 : 본인이 합격하여 등록한 본교 수시모집 전형의 수험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 발송: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원서접수 시 등록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3 ∼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절차

       

❶ 로그인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❷ 메뉴 선택

 등록포기 신청 및 조회 클릭

❸ 신청사항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❹ 본인 인증(휴대전화 인증)

 인증번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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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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대학생활 안내

대학생활 관련 문의

생활관 안내

학사 안내

공학교육인증 안내

국제교류프로그램

교통안내



2017학년도 편입학 모집
        

30

1. 대학생활 관련 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등    록 재무회계팀 02-820-6072∼7

재학생 장학 학생지원팀 02-820-6049∼50

국제교류 국제교류팀 02-820-6573

생 활 관
서울 생활관 02-820-6672, http://dormitory.cau.ac.kr

안성 생활관 031-670-3482, http://dorm.cau.ac.kr

공학인증 공학교육혁신센터 02-820-6535, http://abeek.cau.ac.kr

학사 관련

(수강・복수전공

・휴학・복학 등)

인문대학 02-820-5046, http://human.cau.ac.kr

사회과학대학 02-820-5077, http://society.cau.ac.kr

자연과학대학 02-820-5186, http://build.cau.ac.kr/nature

공과대학 02-820-5248, http://coe.cau.ac.kr

창의ICT공과대학 02-820-5252, http://ict.cau.ac.kr

경영경제대학 02-820-5526, http://bne.cau.ac.kr

적십자간호대학 02-820-5967, http://nursing.cau.ac.kr

예술대학 031-670-3071, http://arts.cau.ac.kr

체육대학 031-670-4523, http://sport.cau.ac.kr

교통안내 안성캠퍼스 통학 및 승차권 구입안내 031-67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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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 안내

가. 서울캠퍼스 생활관

1) 블루미르홀(308관, 309관)

  가) 수용 인원(총 2,330명)

   ⦁남학생 - 2인실 :  966명 / 4인실 :  84명 / 장애인실 : 12명

   ⦁여학생 - 2인실 : 1,152명 / 4인실 : 104명 / 장애인실 : 12명

  나) 신청 방법 및 시기

   ⦁12월초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별도 공지

     (연 2회 선발 : 학기 또는 방학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다) 복지 시설

   ⦁전용식당, 휘트니스실, PC라운지, 복합기, 세미나실, 휴게실, 

편의점, 세탁실 카페 등

   ⦁각 호실 LAN설치 

  라) 특이사항

   ⦁합격 후 등록자에 한하여 1,2월 중 생활관 사용 가능

   ⦁여석에 한하여 선착순 배정(단, 1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함)

2) 퓨처하우스

  가) 수용 인원(총 159명)

   ⦁남학생 : 76명 ⦁여학생 : 82명 ⦁장애우실 : 1명  

  나) 신청 방법 및 시기 

   ⦁1월초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별도 공지

     (연 2회 선발 : 학기 또는 방학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다) 복지 시설

   ⦁열람실, 세미나실, PC라운지, 복합기, 휴게실, 휘트니스실, 세탁실 등

   ⦁각 호실 LAN설치 

3) 글로벌하우스

  가) 수용 인원(총 110명)

   ⦁남학생 : 44명 ⦁여학생 : 66명

  나) 신청 방법 및 시기 

   ⦁1월초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itory.cau.ac.kr) 별도 공지

      (연 2회 선발 : 학기 또는 방학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

  다) 복지 시설

   ⦁열람실, 세미나실, PC라운지, 복합기, 휴게실, 세탁실 등

   ⦁각 호실 LAN설치 

4) 생활관 사용료(2016학년도 기준)

 

건 물 구분
사용료(관비)

비고
16주(한 학기) 24주(학기+방학)

블루미르홀
2인실 1,298,000원 1,947,000원

식비는 선택사항이며,

신청 시 

관비와 함께 납부

4인실 906,000원 1,359,000원

퓨처하우스 2인실 1,158,000원 1,737,000원

글로벌하우스 2인실 1,074,000원 1,611,000원

5) 생활관 전용식당 : 한식, 양식, 분식, 중식 상시운영. (선택식 : 식비 선납 시 생활관생 할인 적용)

6) 기타사항

  가) 생활관 입관 자격은 생활관 규정에 의거함

  나) 생활관비, 생활관 수용인원은 2016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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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신입생(선발기준은 원거리 순)

3) 신청 방법 및 시기 : 생활관(안성) 홈페이지(http://dorm.cau.ac.kr)에서 신청

4) 생활관 사용료(2016학년도 기준)

  

구분 동 명 사용인원
사용료

(관비)
자치회비

합계

(원)

남
예지2동 2인1실 765,000 7,000 772,000

예지3동 2인1실 830,000 7,000 837,000

여
예지1동 / 명덕1,2동 2인1실 765,000 7,000 772,000

명덕3동 2인1실 800,000 7,000 807,000

    ※ 식대는 선택식으로 월 0식 ~ 50식 중 택1(학기당 0식~200식)

5) 복지시설

  ⦁ 생활관 내 각 동 컴퓨터실 설치

  ⦁ 각 호실마다 LAN 설치

  ⦁ 400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대식당 및 스낵코너, 제과점 등의 쾌적한 휴게실

  ⦁ 헬스장, 피트니스실,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운동시설

  ⦁ 위성방송, 자판기등 시설이 갖추어진 휴게실

  ⦁ 각 동 전자동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

  ⦁ 명덕 1,2동 공용 조리실 설치

6) 기타사항

  입관 신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cau.ac.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안성캠퍼스 생활관  ☎ 031) 67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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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 안내

※ 학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학칙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편입학자 학점인정

   1) 3학년 1학기 편입학자는 각 모집단위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학사편입학자는 각 모집단위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편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1) 모든 교과목은 재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졸업 시까지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각 대학별 졸업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십자간호대학은 교과과정에서 

정한 학점 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문․사회

계열학과(부)
사범대학

자연․공학

계열학과(부)

예․체능계열,

의․약계열학과(부)

전공 45 50
45

(건축학전공 : 105)
54

졸업학점 132 132

132

(건축학전공 : 160)

(창의ICT공과대학 : 140)

132

2학년 수료학점 66 (건축학전공 : 70, 창의ICT공과대학 : 70)

학사편입자 

필요 이수 학점
66 (건축학전공 : 90, 창의ICT공과대학 : 70)

   3) 편입학자의 전공기초과목은 학과(부)별 이수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부)별 기준에 의해 이수하여야 합니다.

   4)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학과(부)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5) 편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편입학생 학점 및 교과목 이수 지침에 따릅니다.

다. 서울-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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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석사 연계학위과정

   - 학·석사 연계학위과정은 수업연한 5년(10학기)만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는 제도로(단, 건축학(5년제)전공은 6년, 

12학기) 학부과정을 3년 6개월(7학기)로(건축학(5년제)전공은 4년 6개월, 9학기), 석사과정을 1년 6개월(3학기)로 단축

한 과정입니다. 3학년 2학기(6차학기)까지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는 116학점 이상, 132학점인 학과는 106학점이상,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학과는 144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점이 3.30이상인 학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마. 전공심화과정

   - 주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과정이며 심도 있는 학문적 수련을 통해 주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함.

   1)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심화과정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합니다. 

   2)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심화이수”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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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공과정 : 주전공 학과의 전공과 주전공 학과 이외의 전공을 병행 이수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제공함

    -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중 1개 이상을 이수하거나, 주전공의 전공심화과정을 의무

적으로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다전공 과정 중 부전공은 이수 완료시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음

바. 복수전공

   1)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수전공 학과(부)의 허가는 재학 중 2회까지 가능하며, 허가받은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학과(부)에는 복수

전공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은 수

여받지 못합니다.

   4)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양성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 융합전공

   1) 융합전공은 3개 이상의 학과(부)를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지식 창출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2)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융합전공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아. 연계전공

   1) 연계전공은 3개 이상의 학과(부)를 연계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학문의 본질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주제 

중심의 전공을 개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전공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보다 넓은 

전공 선택 의 기회부여 및 이로 인한 실용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계전공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차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 자기설계전공

   1) 자기설계전공은 학생 본인이 전공명, 교과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한 개의 전공과정 이수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2)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자기설계전공은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설계전공만을 단일전공으로 하여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차. 자기주도창의전공

   1) 자기주도창의전공은 학생이 기존의 교과과정은 물론 현장실습, 봉사활동 등 비교과 과정이 포함된 창의적인 전공 과

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여 자기주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한 새로운 설계 전공 제도입니다.  

   2) 주전공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0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자기주도창의전공은 주전공 외에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창의전공만을 단일전공

으로 하여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카. 부전공

   1) 주 전공학과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평균평점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전공 선택학과(부)의 전공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전

공필수 교과목을 6학점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3) 2008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학(교직과정설치학과) 입학자는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부전공을 취소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취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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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교과 학점 인정

   1)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인턴십 학점인정

     본교와 소정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기업 또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현장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진출의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취업경력 증진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인정과목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방학기간 및 휴학기간)

신청자격
3학년 이상

(사전 승인 시 졸업당해학기까지 신청가능)

3학년 이상

(단, 4학기 수료 후 당해 동계방학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

(졸업 및 수료 당해 학기에는 신청 불가)

이수구분 전공 자유선택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5학점 인정(15주 이상)

(단, 휴학생이 15주 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구분 실습기간
이수

구분

인정

학점

단기현장

실습

4주(160시간) 이상

자유

선택

2학점

8주(320시간) 이상 3학점

장기현장

실습
12주(480시간) 이상 4학점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회 재학 중 3회

   2) 봉사활동 학점인정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의 비영리․비정치성 단체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봉사정신 함양에 

부합한 무보수 봉사활동을 뜻합니다. 

    ② 봉사활동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30시간 이상을 마칠 때 1학점을 부여합니다.

    ③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학기별 1학점씩 2학점을 인정하며, 전체 졸업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균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어학연수 학점인정

     해외 대학․대학부설기관의 연수프로그램 또는 본교와 해외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① 장기연수는 1년 동안 30주 이상 및 4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6학점을 인정합니다.

    ② 중기연수는 1학기 동안 15주 이상 및 2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3학점을 인정합니다.

    ③ 단기연수는 방학기간 6주 이상 및 1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2학점을 인정합니다.

4. 공학교육인증 안내

※ 공과대학의 아래 학부(전공) 편입생은 학칙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강해야하는 과목이 늘어날 수 있어 졸업시 까지 2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 공학교육인증학부(전공)

   1) 공과대학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의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2) 창의ICT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공학전공, 융합공학부 

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중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http://abeek.cau.ac.kr) 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http://www.abeek.or.kr)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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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교류 프로그램

  - 전 세계 58개국 437개 대학(SAF협정교 제외) 및 교육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교

학생들은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방문학생, 단기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학생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국

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교환학생 제도

  -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의 자매대학에 재학생을 선발, 파견하여 한 학기, 혹은 1년간 수학하게 하는 프로그램으

로 참가학생은 현지 등록금을 면제받으며 어학은 물론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안목과 소양을 함양함과 동시

에 그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 방문학생 제도

  - 방문학생 프로그램은 교환학생과는 별도로 학생을 선발하여 자매대학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상대교에 등록금(본교 등

록금은 80% 장학금으로 고지감면 후 20%만 본교에 납부)을 내고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하게 됩니다. 해외 우수 대학

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장점

  1) 외국대학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학하고 교류함으로써 외국인과의 교류는 물론 견문을 넓히고 외국 문화를 체험하

여 국제적 인재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으며 외국어로 수업을 듣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능력의 향상이 이루

어집니다.

  2) 상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교 학점으로 인정되어 휴학 후 가는 자비유학 또는 어학연수와는 달리 졸업이 지연되

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은 Pass 또는 Fail로 이관이 되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3) 유학이나 취업과 같은 장래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4)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자립심과 개척정신의 함양을 통해 인간적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가 됩니다.

라. 국제 교류 외국 대학 현황 : http://oia.cau.ac.kr ‘소개 –교류대학’ 참조

□ 문의: 서울캠퍼스 국제교류팀 교환학생 담당자 

   교환학생 파견 관련 일반 문의 : 02)820-6573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 02)820-6744

   유럽지역 : 02)820-6202

   아메리카 지역(북미/남미) : 02)820-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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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안내

가. 서울캠퍼스 교통편 안내

  1) 지하철

❾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4번 출구 >> 중앙대 정문까지 도보 5분 거리

➐호선  상도역 5번 출구 >>

중앙대 후문까지 도보 10분 거리

➮학교셔틀버스: 상도역→중앙대 후문→교내→중앙대 중문

➮마을버스(01번): 상도역→이화약국→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마을버스(21번): 상도역→이화약국→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마을버스(10번): 상도역→이화약국→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➊호선  노량진역 1번 출구 >>

셔틀버스, 마을버스 이용(약 15분 거리)

➮학교셔틀버스: 노량진역→상도역→중앙대후문→교내→중앙대중문

➮마을버스(01번): 노량진역→상도역→이화약국→중앙대후문→중앙대중문→중앙대정문

  2) 셔틀버스 운행안내(무료)

지원자가 학교까지 쉽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상도역(7호선) / 노량진역(1호선)
중문 - (병원) - (중문) - 교내 - 후문 - 상도역 - 노량진역 - 상도역 - 후문 – 교내 – 중문 

( 08 : 00 ∼ 18 : 30 )

흑석(중앙대입구)역(9호선) 중문 - 중앙대입구역 - 정문 - 중문 – 후문 - 교내 - 중문 ( 08:00 ∼ 10 : 00 )

  3) 버스

구분 버스 노선 번호

지선버스(초록색) 흑석 : 5511   5517   5524   6411

간선버스(파란색)
흑석 : 151    350    360    352    462    640    642    752      

상도 : 501    506    750A   750B

광역 및 공항버스(빨간색) 흑석 : 9408   6000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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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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장 : 평택역(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앞) → 굿모닝병원 대로 맞은편 횡단보도 앞 →

           우림아파트 진사리 승차장 → 공도약국 앞 → 대림동산 육교 밑→ 중앙대학교(약 20~25분 소요)

나. 안성캠퍼스 교통편 안내

  1) 버스 : 안성버스터미널 www.anseongterminal.co.kr 시외버스 노선 참조

각 

시외버스

정류소 

경부

고속도로
학교

  2) 전철

각

전철역
평택역 학교

  - 방학 중 : 평택역에서 안성행 시외버스(70번, 50번, 500번)를 이용하여 안성캠퍼스 정문에서 하차

  - 학기 중 : 평택역(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앞) → 학교 간 무료셔틀 순환버스 이용

  - 무료셔틀버스 운행시간표 및 중간정류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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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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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운행

17:50(금요일 제외)복정역-가락시장-송파역-잠실역운행 

❽ 수원역(역전파출소 앞) 08:00(1회) -

❾ 죽전정류장
12:30∼21:00 까지 수시운행

(단,16시~19시 : 양재,강남역운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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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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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유료) 노선별 정류소(경유지) 상세 안내(안성캠퍼스 행)

반포

자이

PLAZA

7호선 반포역 3번 출구 반포 자이PLAZA 앞 – 학교 

 * 07:50∼10:25까지 수시운행

수원역 수원역(역전파출소 지나 육교 밑 08:00) - 학교

안양

비산동 사거리 중앙초등학교 옆(07:35) - 범계사거리 타이어가게 버스정류장 앞(07:37) - 

범계성당 옆 육교 느티나무고기집 앞(07:40) - 호계사거리 내 삼미주차장 앞(07:45) - 고천버스정류장 

육교 밑 노루표 페인트 앞(07:50) - 학교

성남

분당

모란역 7번 출구 LG텔레콤 앞(07:35) - 야탑역 외환은행 앞(07:40) - 서현역 이매사거리 오즈나이트클럽 

건너편 한신아파트 207동 앞(07:55) - 죽전정류장(08:10)

잠실

잠실종합운동장 2번 출구 앞(07:30) - 신천역 2번 출구(3단지 쪽, 07:32) - 잠실역 롯데호텔 너구리상 

지나서 횡단보도 건너 석촌호수 앞(07:35) - 석촌역8번출구 영창피아노앞(07:37) - 송파역 4번 출구 

송파부동산 앞(07:40) - 수서역 6번 출구 판교방향으로 버스정류장 앞(07:45) - 학교

※ 하교 시: 복정역, 가락동, 잠실역 운행(16:00, 17:40 2회 운행)

부평역
부평역 북부광장 시계탑 앞(07:20) - 송내역(07:40) 스테이션프라자건물 앞(송내역 1번 출구에서 

구산사거리 방향 약300M직진) * Safe 정차구역 NO13

고덕

상일동역 2번 출구 앞(07:10) - 배재고 정문지나 시립양로원 앞 택시정류소(07:12) - 

삼익아파트 101동 건너 국민은행 명일동지점 앞(07:15) - 대신증권 건너편 버스정류장(07:17) - 

길동역 1번 출구 시민당 약국 옆 추풍령감자탕집 앞 버스정류장(07:20) - 

길동사거리 신발보다 싼 타이어집 앞(07:23) - 외환은행 둔촌동점 별나라예식장 앞(07:25) - 

올림픽공원 동문 20m 지난 지점 택시정류장 앞(07:27) - 방이역 150m 지점 대림아파트 2동 쪽문 앞(07:30) - 학교

강서

구청
강서구청 강서사거리 성지빌딩 앞(07:00) - 염창역 4번 출구 공중전화 앞(07:05) - 반포 승차장 - 학교

사당
이수역 14번 출구 남성주유소 앞 버스전용차선 정류소(07:40) - 사당동우체국 앞 버스전용차선 정류소(07:43) 

- 사당역 1번 출구 공용주차장 앞(07:50) - 학교

    ※ 자세한 통학안내 및 승차권구입 문의: (031)670-3583

    ※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www.cau.ac.kr 대학소개→캠퍼스안내(찾아오시는 길)→셔틀버스(셔틀버스 자세히 보기)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