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전형 주요사항

※ 본 편입학전형 주요사항은 교육부 심의 결과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반드시 원서접수 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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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체육계열

1. 지원자격

가. 인문·자연·체육계열 [※ 한약학과·약과학과 제외(p.2 참조)]

  1) 공통사항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자격

일반

편입학

1.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등록 및 수료(예정)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및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등록 및 수료(예정)한 사람

6. 외국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예정)한 사람

[단, 학사학위 과정이 4년제가 아닌 경우,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n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n은 학사학위과정 소요연한, n≥3

 * 예시: 3년제는 2/3, 5년제는 2/5, 6년제는 2/6 이상을 취득해야 함]

    ※ 1년을 2학기로 운영하는 학제 기준으로 4학기 이상 수료

    ※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공문서 또는 해당 대학의 ‘학점 규정’)

7. 외국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준학사학위 소지(예정)한 사람

학사

편입학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수료: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 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 수료예정, 학위소지예정,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수료, 학위소지, 졸업해야 함

  2) 모집단위별 추가 지원자격

모집단위 전형 추가 지원자격

태권도학과 일반편입학 Ÿ 국기원 공인 3단(품) 이상인 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단증 제출 불필요)

스포츠
지도학과

일반편입학

※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고교입학 이후 ~ 원서접수 마감 기간 내 대한체육회 선수로 1년 이상 등록된 자 

2.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생활체육 경기 실적 제외) 

1회 이상 참가자(1번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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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약학과·약과학과

모집단위 전형 지원자격

한약학과
약과학과

일반
편입학

Ÿ 국내 대학 4년제 이상 자연계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사람

Ÿ 외국 4년제 대학 자연계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예정)한 사람

   [단, 학사학위 과정이 4년제가 아닌 경우, 2학년 및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n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n은 학사학위과정 소요연한, n≥3

   * 예시: 3년제는 2/3, 5년제는 2/5, 6년제는 2/6 이상을 취득해야 함]
  

※ 자연계열 학사학위 과정 성적으로 2학년 및 4학기 이상 이수

학사
편입학

국내·외 대학 자연계 학부(과)를 졸업(예정)하고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 수료: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 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 수료예정, 학위소지예정,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수료, 학위소지, 졸업해야 함

 ※ 계열구분: 지원자의 출신대학이 정한 구분에 따르며, 자연계의 범위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간호계열 등 포함

다. 지원제한

1. 일반/학사편입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동일 전형 내 모집단위 간 중복 지원도 불가).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희대 학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 학과(한약학과, 약과학과)로 편입 지원 가능

   ※ 전과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편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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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캠퍼스 전형방법 선발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답고사 공인영어성적 계

서울·국제 일괄합산 100%
비율 90% 10% 100%

배점 900점 100점 1,000점

 ※ 필답고사 미응시자 및 유효하지 않은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한 자(성적 미취득, 진위여부 확인 불가 등)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필답고사

1) 고사일자: 2022. 12. 24(토) 

2) 고사장소: 모집단위가 소속된 캠퍼스

3) 계열별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구분 인문·체육계열
자연계열

[한약학과·약과학과 제외]
한약학과·약과학과

과목 및 
반영비율

영어 100% 수학 100% 화학 50% 생물 50%

형식 객관식 5지 선다형 객관식 5지 선다형 객관식 5지 선다형

문항 수 40~50문항 30~40문항
과목별 15~20문항

(총 30~40문항)

고사시간 90분 90분 90분

출제범위

계열별 학부과정에서 전공서적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독해력, 문법, 어휘 등 출제

자연계 학부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측정하는 수준

으로 수학 문제 출제 

약학계 학부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측정하는 수준

으로 화학, 생물 문제 출제 

 ※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다. 공인영어성적

1)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iBT), TEPS]은 본교 인정기간(2020. 12. 10 ~ 2022. 12. 9)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 모든 공인영어성적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3) 기관TOEFL, 기관TOEIC,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FL(iBT) 성적은 동일 회차 시험(Test Date Scores)에서 취득한 점수만 인정함.

본교는 MY BESTTM SCORES는 인정하지 않음]

4) <공인영어성적 상관기준표>(p.10)를 참조하여 등급이 높은 1개의 성적을 선택하여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청각장애로 듣기시험을 미응시한 경우, 해당 공인영어성적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인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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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1.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자격

일반

편입학

1.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등록 및 수료(예정)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4.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및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등록 및 수료(예정)한 사람

6. 외국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예정)한 사람

[단, 학사학위 과정이 4년제가 아닌 경우, 2학년 및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n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n은 학사학위과정 소요연한, n≥3

 * 예시: 3년제는 2/3, 5년제는 2/5, 6년제는 2/6 이상을 취득해야 함]

    ※ 1년을 2학기로 운영하는 학제 기준으로 4학기 이상 수료

    ※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공문서 또는 해당 대학의 ‘학점 규정’)

7. 외국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준학사학위 소지(예정)한 사람

학사

편입학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수료: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 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 수료예정, 학위소지예정,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수료, 학위소지, 졸업해야 함

나. 지원제한

1. 일반/학사편입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동일 전형 내 모집단위 간 중복 지원도 불가)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희대 학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편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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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캠퍼스 전형방법 선발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공인영어성적 면접평가 계

국제 일괄합산 100%
비율 60% 40% 100%

배점 600점 400점 1,000점

 ※ 면접평가 미응시자 및 유효하지 않은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한 자(성적 미취득, 진위여부 확인 불가 등)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면접평가

1) 면접일자: 2022. 12. 24(토)

2) 면접장소: 국제캠퍼스

3) 면접시간: 10분 내외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 Ÿ 가치관 및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전공적합성 Ÿ 해당 전공에 대한 학업적성, 전공 기초지식

5) 별도의 실기고사 없이 구술면접만 실시합니다(PostModern음악학과 악기 지참 불가).

6) 면접 참고자료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원서접수 시 온라인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인영어성적 

1)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iBT), TEPS]은 본교 인정기간(2020. 12. 10 ~ 2022. 12. 9)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 모든 공인영어성적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3) 기관TOEFL, 기관TOEIC,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FL(iBT) 성적은 동일 회차 시험(Test Date Scores)에서 취득한 점수만 인정함.

본교는 MY BESTTM SCORES는 인정하지 않음]

4) <공인영어성적 상관기준표>(p.10)를 참조하여 등급이 높은 1개의 성적을 선택하여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청각장애로 듣기시험을 미응시한 경우, 해당 공인영어성적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인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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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

1.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형 모집단위 지원자격

일반
편입학

의학과
치의학과

Ÿ 국내 대학 4년제 이상 자연계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사람

Ÿ 외국 4년제 대학 자연계 학사학위 과정에서 2학년 및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예정)한 사람

   [단, 학사학위 과정이 4년제가 아닌 경우, 2학년 및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소지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n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n은 학사학위과정 소요연한, n≥3

   * 예시: 3년제는 2/3, 5년제는 2/5, 6년제는 2/6 이상을 취득해야 함]
  

※ 자연계열 학사학위 과정 성적으로 2학년 및 4학기 이상 이수

학사
편입학

한의학과
(자연)

국내·외 대학 자연계 학부(과)를 졸업(예정)하고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한의학과
(인문)

국내·외 대학 인문계 학부(과)를 졸업(예정)하고 학사학위를 소지(예정)한 사람

  ※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제외한 학과

 ※ 수료: 각 대학에서 규정한 2학년 및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 대학에서 정한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 수료예정, 학위소지예정,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수료, 학위소지, 졸업해야 함

 ※ 계열구분: 지원자의 출신대학이 정한 구분에 따르며, 자연계의 범위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간호계열 등 포함

나. 지원제한

1. 일반/학사편입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동일 전형 내 모집단위 간 중복 지원도 불가)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희대 학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 학과(의학과, 치의학과)로 편입 지원 가능

   ※ 전과 허용여부와 무관하게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편입 지원 가능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캠퍼스 전형방법 단계 선발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답고사 서류평가 면접평가 계

서울 다단계

1단계 500% 내외
비율 100% - - 100%

배점 600점 - - 600점

2단계 100%
비율 60% 20% 20% 100%

배점 600점 200점 200점 1,000점

 ※ 지원자 중 필답고사 미응시자, 1단계 합격자 중 면접평가 미응시자, 자기소개서 미입력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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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답고사

1) 고사일자: 2022. 12. 24(토)

2) 고사장소: 서울캠퍼스

3) 모집단위별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구분 의학과·한의학과(자연)·치의학과 한의학과(인문)

과목 및 
반영비율

화학 50% 생물 50% 영어 100%

형식 객관식 5지 선다형 객관식 5지 선다형

문항 수 과목별 15~20문항 (총 30~40문항) 40~50문항

고사시간 90분 90분

출제범위
의학계 학부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화학, 생물 문제 출제 

의학계 학부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을 

측정하는 수준으로 영어 문제 출제 

 ※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다. 서류평가

1) 평가대상: 의학계열[의학과·한의학과(자연/인문)·치의학과] 1단계 합격자

2) 평가서류: 제출서류 일체[자기소개서, 증빙서류, 학력서류(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3) 평가요소 및 방법: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종합적 정성평가

라. 면접평가

1) 면접일자: 2023. 1. 14(토) 

2) 면접장소: 서울캠퍼스

3) 면접대상: 의학계열[의학과·한의학과(자연/인문)·치의학과] 1단계 합격자

4) 면접형식

   가) 방식: 개인 서류확인 면접(※ 출제문항 없음)

   나) 형식: 개인면접[면접위원(多) : 지원자(1인)], 10분 내외 면접

5)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 Ÿ 가치관 및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전공적합성 Ÿ 해당 전공에 대한 학업적성, 전공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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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야)

1. 지원자격

Ÿ 간호사 면허증 소지(예정)자로서 국내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간호대학 또는 4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졸업예정자가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합격을 취소함

Ÿ 타 모집단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캠퍼스 전형방법 선발비율 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면접평가 전적대학성적 계

서울 일괄합산 100%
비율 40% 60% 100%

배점 400점 600점 1,000점

 ※ 면접평가 미응시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면접평가

1) 면접일자: 2023. 1. 14(토) 

2) 면접장소: 서울캠퍼스

3) 면접형식: 개인면접[면접위원(多) : 지원자(1인)], 10분 내외 면접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 Ÿ 가치관 및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전공적합성 Ÿ 해당 전공에 대한 학업적성, 간호학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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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편입학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서울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간 명

2. 지원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국내·외 대학 자연계 학부(과)를 졸업(예정)하고 학사학위 소지(예정)한 사람

        ※ 계열구분: 지원자의 출신대학이 정한 구분에 따르며, 자연계의 범위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간호계열 등 포함

        ※ 학위소지예정, 졸업예정자는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학위소지, 졸업해야 함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계 면접평가 전형총점 비고

일괄합산 100% 1,000점

1. 면접일자: 2023. 1. 14(토) 

2. 면접장소: 서울캠퍼스

3. 면접형식

   1) 방식: 개인 서류확인 면접(※ 출제문항 없음)

   2) 형식: 개인면접[면접위원(多) : 지원자(1인)], 10분 내외 면접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 Ÿ 가치관 및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전공적합성 Ÿ 해당 전공에 대한 학업적성, 전공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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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성적 상관기준표

등급 TOEIC TEPS TOEFL(iBT) 등급 TOEIC TEPS TOEFL(iBT)

1 990 583~600 119-120 34 825 363~366 77

2 985 567~582 117-118 35 820 360~362 76

3 980 558~566 115-116 36 815 356~359 75

4 975 547~557 113-114 37 810 353~355 74

5 970 534~546 111-112 38 805 351~352 73

6 965 525~533 109-110 39 795~800 344~350 72

7 960 511~524 107-108 40 780~790 336~343 71

8 955 502~510 105-106 41 765~775 330~335 70

9 950 492~501 103-104 42 750~760 322~329 69

10 945 484~491 101-102 43 735~745 315~321 68

11 940 476~483 100 44 720~730 308~314 67

12 935 469~475 99 45 705~715 302~307 66

13 930 462~468 98 46 690~700 295~301 65

14 925 456~461 97 47 675~685 290~294 64

15 920 450~455 96 48 660~670 284~289 63

16 915 445~449 95 49 645~655 279~283 62

17 910 440~444 94 50 630~640 271~278 61

18 905 435~439 93 51 615~625 264~270 60

19 900 430~434 92 52 600~610 258~263 59

20 895 425~429 91 53 585~595 253~257 58

21 890 420~424 90 54 570~580 248~252 57

22 885 416~419 89 55 555~565 242~247 56

23 880 410~415 88 56 540~550 237~241 55

24 875 405~409 87 57 525~535 231~236 54

25 870 400~404 86 58 510~520 225~230 53

26 865 395~399 85 59 495~505 218~224 52

27 860 391~394 84 60 480~490 212~217 51

28 855 387~390 83 61 465~475 206~211 50

29 850 383~386 82 62 450~460 200~205 49

30 845 379~382 81 63 435~445 194~199 48

31 840 375~378 80 64 420~430 187~193 47

32 835 371~374 79 65 405~415 180~186 46

33 830 367~370 78 66 400이하 179이하 45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