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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본교 일반전형(정원 내), 평생학습자전형(정원 내),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전형(정원 외), 
공무원·군위탁전형(정원 외)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에만 지원하
여야 하며, 복수(2개 학과·전공 이상)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야간학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3. 접수 완료 후 취소 또는 지원한 모집단위의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유웨이어플라이(☏1588-8988)로 문의〕

 4. 지정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5. 본교에서 수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수업이 불가능한 지원자는 수험편의가 
필요한 경우 본교 입학과(☎970-6018)로 입학상담 바랍니다.

 7. 고사 당일 수험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규정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과 수험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응시하여야 합니다.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8.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통신(전자) ‧ 스마트기기 일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사 진행 
및 대기 중 사용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조치 합니다.(불합격 처리됨)

 9. 개인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전형요소별 성적, 최종 성적 등)

10.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직접 합격자 발표 당일 본교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입학원서에 기재한 본인의 연락처는 편입학 추가합격 통지 등을 위하여 연락(통화)이 
가능하여야 하며,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본교 입학과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과 ☏(02)970-6018∼9, FAX: (02)975-8111

12.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편입학 자격 미달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13. 본 요강의 모든 사항 및 공지사항 등은 지원자에게 개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4.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 후 재학 중
이라도 이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3년간 본교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교 업무 담당자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15. 입시부정(비리) 행위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부정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16.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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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일정표
구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22. 12. 12.(월) 10:00 

   ~ 12. 14.(수) 17:00

- 본교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s://www.uwayapply.com/)

- 인터넷 원서접수만 실시

원서접수
확    인

2022. 12. 12.(월) 10:00 

     ~ 12. 15.(목) 18:00

- 본교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서류제출

  2022. 12. 12.(월) ~

12. 21.(수)

(10:00 ~ 17:00)

- 입학처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100주년기념관 306호)

-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제출
※ 모든 지원자 해당
※ 방문 접수 불가 
※ 마감일 17:00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도착확인

2022. 12. 14.(수) 10:00

    ~ 12. 22.(목) 17:00 

- 본교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도착 익일 본교 홈페이지에서 조회

추가서류
제    출

(성적증명서)

 2023. 1. 2.(월) 

     ~ 1. 13.(금)

(10:00 ~ 17:00)

- 입학처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백주년기념관 306호)

-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자만 해당
-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제출
※ 방문 접수 불가 
※ 마감일 17:00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대학수학
시    험

2023. 1. 5.(목)

(10:00 ~ 11:40)

-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3. 1. 4.(수) 14:00)

- 이공계열 지원자만 해당
- 수험표, 규정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 별도의 예비소집 없음

1단계 합격자 
발       표

2023. 1. 11.(수) 14:00 - 본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고사
  2023. 1. 26.(목)

     ~ 1. 27.(금)

-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3. 1. 20.(금) 14:00)
- 수험표, 규정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 별도의 예비소집 없음

합격자
발  표

2023. 2. 7.(화) 14:00 - 본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등록금
납  부

2023. 2. 8.(수) 09:00

   ~ 2. 10.(금) 14:00

- 본교 지정은행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고)
- 타행 송금수수료 납부자 부담
- 등록금 미납 시 불합격 처리

추가 합격자
발       표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본교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http://www.seoultech.ac.kr
https://www.uwayapply.com/
http://www.seoultech.ac.kr
http://www.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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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원 내 정원 외

계
일반 평생

학습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공무원 및
군 위탁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14 14
기계·자동차공학과◆ 20 20
안전공학과 5 5
신소재공학과 11 11
건설시스템공학과 9 9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6 6
건축학부(건축학전공) 5 5

정보통신
대    학

전기정보공학과◆ 13 13
전자공학과◆ 9 9
스마트ICT융합공학과 5 5
컴퓨터공학과 10 10

에너지
바이오
대  학

화공생명공학과◆ 5 5
환경공학과 7 7
식품공학과 5 5
정밀화학과 4 4
스포츠과학과 4 4
안경광학과 5 5

조형대학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2 2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 2 2
도예학과 1 1
금속공예디자인학과 2 2
조형예술학과 1 1

인문사회
대    학

영어영문학과 3 3
행정학과 6 6
문예창작학과 3 3

기술경영
융합대학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6 6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5 5

미래융합
대 학

융합기계공학과 2 4 6
건설환경융합공학과 2 3 5
헬스피트니스학과 0 0 0
문화예술학과 1 0 1
영어과 2 2 4
벤처경영학과 0 0 0

창의융합대학 인공지능응용학과 4 4

합     계 172 7 9 미정 188

※ (◆)표시된 전공(또는 프로그램)은 공학교육 인증(ABEEK) 기준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  
    - 공학교육 인증 교육과정 이수해야 졸업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요망
    - 홈페이지: https://icee.seoultech.ac.kr
 ※ 건축학부(건축학전공)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
 ※ 일부 모집단위는 입학 후 성적 및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세부전공트랙으로 인원이 배정될 수 있음
 ※ 공무원 및 군위탁전형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실시함
 ※ 미래융합대학은 4학기제(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이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

라인 강좌 개설·운영(본교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운영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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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정원 내)
1.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국내 4년제 정규 대학교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각종 학교)

⚫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  

   (2023년 2월 수료 예정자 포함)자

※ 수료: 각 대학 규정상 학년 수료 기준을 충족하는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전적 대학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 대학 학칙 제79조에서 규정한 학점 미충족시 지원불가
※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이수학기에 포함하지 않음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일반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일반학사학위과정의 경우 8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독학사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전환한 경우, 독학사 3단계 이상 수료 및 학점은행제 일반학사학위과정 9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폴리텍대학
⚫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대학

(외국전문대학 포함)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년제 대학에서 2년 수료자는 지원 불가)

⚫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외국대학교

⚫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교(사이버대학 

제외)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이상을 취득한 자

  - 성적증명서와 출신 대학의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등급·  

  평점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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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방법

 가. 하나의 모집단위(학과·전공)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2개 학과·전공 이상)지원 시 불합격 처리

 나. 야간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다. 지원자 유의사항

  1) 전적대학에서 전공한 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비동일계 지원자는 입학 후 해당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선이수교과목(1, 2학년 과정에서 
15학점 범위 내)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모든 제출 서류·증명서 발급일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만 전형자료

(성적, 자격증 등)로 인정

  3) 인증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인증 필수 교과목을 확인하고 지원

   ※ 공학교육 인증 교육과정 이수해야 졸업 가능(https://icee.seoultech.ac.kr)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 점수 * 표기된 학과는 모집인원 4명 이하

모집단위 선발
방법

합격자 
선발비율
(%, 명)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공인

영어성적
대학
수학

동일계
학과 면접 총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안경광학과,
정밀화학과*, 산업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1단계
300

100 100 - - 200
15명

2단계 100 100 100 - 50 250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1단계 300 100 100 20 - 220
2단계 100 100 100 20 50 270

기계‧자동차공학과(15이상)
1단계 300 100 100 - - 200
2단계 100 100 100 - 100 300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도예학과
※ 면접고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1단계 10명 100 - 20 - 120

2단계 100 100 - 20 80 200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조형예술학과
※ 면접고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1단계 10명 100 - - - 100

2단계 100 100 - - 60 160

스포츠과학과*, 행정학과, 
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경영
학과

1단계 300 100 - - - 10015명
2단계 100 100 - - 50 150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면접고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1단계 300 100 - 20 - 120
2단계 100 100 - 20 60 180

※ (조형대학외)모집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 선발 인원: 15명(*학과명)

※ (조형대학)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 선발 인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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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방법

  1) 선발기준   

   - 전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2) 불합격자 판정 기준

   - 지원자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자

   - 복수(2개 학과·전공 이상 또는 중복) 지원자

   - 대학수학시험, 면접고사 결시자 및 부정행위자

   - 면접고사에서 과락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학업능력 평가항목에서 부적격(F) 평가를 받은 자

   - 전형요소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자 

   - 서류미비자 및 미제출자

 

  3)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대학수학시험 성적 고득점자

(조형대학은 면접고사 성적/ 문예창작학과는 등단 및 수상점수 고득점자)

   - 2순위 : 공인영어성적 고득점자

   - 3순위 : 면접고사 점수 고득점자

     ※ 3순위까지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4) 특이사항 처리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다.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1) 대학수학시험성적 

모집단위 만점 100점 만점 환산공식 산출방식 출제범위 및 형식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제외],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스포츠과학과 제외), 

산업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100
  취득점수
  --------- × 60 + 40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출제범위: 대학수학      

   (공업수학 일부 포함)

- 문제형식: 4지선다, 객관식

- 문항수 : 20문항(100분)

  ※ 대학수학시험 미응시자(결시자)는 0점 처리(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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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인영어점수 

   TOEFL(iBT), TEPS, TOEIC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반영

모집단위 구분 만점 100점 만점 환산공식 산출방법 성적인정기간

전 모집단위

TOEFL(iBT) 120 각 구분별 취득점수
------------------ × 50
  각 구분별 만점
 

+ 5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발표된 성적

TEPS 600

TOEIC 990
각 구분별 취득점수
------------------ × 60
  각 구분별 만점

+ 40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미제출자는 기본점수인 40점 부여 (불합격 처리하지 않음)
    ※ 해외 TOEIC 성적 불인정    
    ※ TOEFL iBT Home Edition 인정(기관 IPT 미인정)

3) 동일계 학과 점수  ※ 일부 학과에 한함

 가) 점수 배점 : 20점

  나) 본교가 정한 동일계 학과 점수 반영([동일계 학부(과) 분류표(29쪽)] 참조)

4. 대학수학시험

가. 대상자 : 공과대학[건축학부(건축학전공) 제외], 에너지바이오대학(스포츠과학과 제외), 

            정보통신대학, 인공지능응용학과, 산업공학과 지원자 전원

나. 시험 일시

 

일시 장소 준비물

2023. 1. 5.(목)

(10:00 ∼ 11:40)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2. 1. 4.(수) 14:00)

 ∙ 수험표

 ∙ 규정신분증, 필기도구

 다. 대학수학시험 유의사항

  1) 시험 시작 후 고사장 출입을 불허하며, 고사 종료 이전에는 퇴실 불가

  2)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3)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 응시 불가

    - 고사 시작전 배부된 물품보관봉투에 넣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고사 진행(대기)중 사용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함

 

 《휴대 금지 물품》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포함), 블루투스 이어
폰 ,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통신
(전자) 및 스마트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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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고사

 가. 면접 일시 및 장소

대상자 일시 장소 준비물

1단계 합격자 전원
2023. 1. 26.(목) ~ 1. 27.(금)

(10:00 ∼   )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2. 1. 20.(금) 14:00)

 ∙ 수험표
 ∙ 규정신분증
 ∙ 필기도구

    ※ 안경광학과 구술 면접고사 과목 : 물리 
 

 나. 면접점수 반영방법

  1) 면접방법 :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학부(과)별로 다를 수 있음)

  2) 면접점수 반영방법 

  

평가항목 해당 학과 배점(과락기준) 면접방법

․ 학업능력(Pass/Fail)

․ 지원학과 이해도

․ 전공적성(기초지식)

․ 통합적 사고력

기계․자동차공학과 100점(50점)
<공통사항>

-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

  (학과,전공)별로 다를 수 있음)

-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부여

- 과락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학업능력 평가

항목에서 부적격(F) 평가를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면접참고용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조형대학>

- 면접평가용 포트폴리오 제출

- 면접 전 드로잉/스케치․디자인 실시(디자인

학과(산업, 시각),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

인학과 해당)

<문예창작학과>

- 4개 항목에 대하여 40점 만점으로 평가

하고 해당자에 한해 등단 또는 수상실적 평가

(중복인정 불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60점(30점)

그 외 모집단위 50점(20점)

․ 학업능력(Pass/Fail)

․ 지원학과 이해도

․ 전공적성(기초지식)

․ 통합적 사고력

조형대학

80점(40점)

60점(30점)

․ 학업능력(Pass/Fail)

․ 지원학과 이해도

․ 전공적성(기초지식)

․ 통합적 사고력

․ 등단(10점) 또는 

  수상(5점) 

문예창작학과 50점(20점)

  3)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면접 참고자료용 포트폴리오 제출(1단계 합격자에 한함) 

   - 포트폴리오는 건축설계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예비지식이나 잠재능력을 증명하는 내용

으로 구성하고 지원자가 작업한 범위를 명확히 표기

   - 반드시 설계작품이 아니어도 되나, A4용지 기준 20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고려사항 : 설계 작품의 수 및 작품의 질(학생공모전 등 수상작은 증빙자료 제출)

    ※ 면접 당일 진행관련자에게 제출하며,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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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형대학 면접용 포트폴리오 제출(1단계 합격자에 한함) 

    ※ 면접 당일 지참하여 진행관련자에게 제출하며,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필수

디자인학과
(산업, 시각), 
도예학과, 

조형예술학과

<면접평가 시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여 질문> 
<규격>
- A4 크기의 포트폴리오 5종: 각각 이미지 1장, 설명 1장(총 6매 제한)
 (이미지) A4 크기로 뒷면에 수험번호, 성명, 일련 번호(1/5) 기재
 (설명) A4 1장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 자유 형식으로 작성_ 뒷면에 수험번호, 성명 기재
<작품개수> 총 5개 이하
<제한사항>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개인 작품에 한함, 공동작품 불가
-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수험생의 개인 
식별정보(수험번호, 성명, 출신대학),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평가하지 않음(0점 처리)

- 타인의 작품을 제출하거나 대리 제작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면접평가 시 본인의 포트폴리오 10분 이내 발표> 
<규격> 
- PPT 형식 대표작 5작(PPT 총 10장 제한)
- (출력물) A4 10장 이내(출력물 뒷장에 수험번호, 성명, 일련 번호(1/10) 기재 
- 발표자료는 USB에 담아 지참하고, 발표자료는 규격에 맞춰서 출력 후 제출
<작품개수> 총 5개 이하
<제한사항>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개인 작품에 한함, 공동작품 불가
- 블라인드 평가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수험생의 개인 

식별정보(수험번호, 성명, 출신대학),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평가하지 않음(0점 처리)

- 타인의 작품을 제출하거나 대리 제작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포트폴리오 발표자료 미작동 등의 문제 발생 시 일어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5) 조형대학 스케치/드로잉 면접 

   - 디자인학과(산업, 시각),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실시 ※ 조형예술학과 미실시

   - 면접 시 종이, 플러스펜 또는 연필 제공

  6) 문예창작학과 등단 및 수상점수 반영방법(해당자에 한하여 평가하며 중복인정 불가)  

구분 배점 평가항목

등단 10점

• 전국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 전국 일간지 신춘문예 가작 입선자
• 주요 문예지 신인상 및 추천 완료자
 [현대시, 현대시학, 현대문학, 문학사상,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한국소설, 한국연극, 연극평론, 창비어린이, Littor, 문
학수첩, Axt, 문학들, 문학인, 문학의 오늘, 자음과모음]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문예지를 통하여 추천 완료되고, 위 문예지에 한 번  
  이상 작품을 게재한 자• 대산문학상 및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 단행본 한 권 이상의 창작집(운문, 산문, 드라마)을 발간한 자
  (단, ISBN번호가 부여된 창작집에 한함)

수상 5점 • 각종 대학문학상 수상자

비고
면접시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등단(또는 수상실적) 증빙자료를 개별(추가) 제출

(미제출 및 개인정보 누출시 평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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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접대상자 유의사항

  1) 해당 면접고사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면접고사 대기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2)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3)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 응시 불가

    - 고사 시작전 배부된 물품보관봉투에 넣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고사 진행(대기)중 사용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함

 

 《휴대 금지 물품》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포함), 블루투스 이어
폰 ,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통신
(전자) 및 스마트 기기  

6.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가. 원서접수 

  1)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2022. 12. 12.(월) 10:00 ∼ 12. 14.(수) 17:00

  2) 전형료

구분 모집단위 전형료 납부시기

전형료

공과대학[건축학부(건축학전공) 제외],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스포츠과학과 제외), 

산업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70,000원

(대학수학시험료 15,000원, 

면접고사료 20,000원 포함) 원서접수 시

인문사회대학, 스포츠과학과, 경영학과,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미래융합대학, 조형대학

55,000원

(면접고사료 20,000원 포함)

   가) 원서접수 진행 중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전형료 결제

   나)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다) 1단계 불합격자의 면접고사료는 원서에 기재한 환불계좌로 환불함

   라) 원서접수 종료 후 지원 자격 미달 및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전형료를 환불하는 경우 

수수료(5,000원) 및 서류심사료(30,000원)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함

   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 계좌로 환불함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1부

      ※ 결시자(대학수학시험, 면접고사)는 환불 대상자가 아님
  3) 일반 유의사항

   가)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창구 및 우편접수 불가

   나)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다) 접수(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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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2개 이상 학과 및 전공)시 불합격 처리함

   나)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2. 12. 14.(수) 17:00에 인터넷 접속이 단절되니 마감시간 

이전에 원서접수를 완료해야 함

   다)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원서의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함

   라)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제출한 자료 중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사진: 지원서 작성 시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의 사진

(3×4cm)을 반드시 파일(jpg, gif 등) 형태로 사진란에 첨부

             (입력한 사진은 합격 이후 학생증 제작 등 학내의 여러 용도에 사용될 예정임)

   사) 수험표는 출력하여 대학수학시험 및 실기(면접)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함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출력이 가능함)

   아) 원서접수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유웨이어플라이(☏1588-8988)로 문의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1) 지원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졸업(예정)연도, 환불계좌 등

    (2) 학교 정보: 전적대학 학사정보 등

   나)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의 입학, 장학, 통계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사지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주소, e-mail,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학적부 생성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학생지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자료 등

장학생 선발, 

안내문자 발송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수험번호, 

e-mail, 주소 등

안내문자 발송 등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생활관
성명, 수험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지원내용

(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원서접수 시 받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학전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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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가) 본교 홈페이지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 후 인터넷 원서접수 선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http://www.seoultech.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 : https://www.uwayapply.com/

   나) 회원가입(무료) 및 로그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택 →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입학원서 작성 및 확인(출력할 필요 없음)

   다) 전형료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결제 전 입력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라) 수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출력하여 확인

   마) 발송용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 후 제출서류를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로 제출

 나. 서류제출 

  1) 제출기간 및 방법

대상자 기간 제출방법 비고

지원자 전원
2022. 12. 12.(월)
   ∼ 12. 21.(수) 
(10:00∼17:00)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방문접수 불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100주년기념관 306호 
입학처 편입학 서류접수 담당자 앞

  2) 제출서류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수량 
(부)

제출 시 유의사항

일반전형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및 
조회동의서 각 1부

1  - 지원자 전원 원본 제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2  - 지원자 전원 원본 제출

수료(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인터넷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의  

학적상태를 기준으로 제출 가능한 
증명서를 1가지 택하여 제출

1

- 지원자 전원 원본 제출

-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취득 시 (전문) 
학사 학위 수여(예정)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 일반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 외국대학(교) 졸업자는 졸업장(학위증)   
사본 제출 가능

   (원본 지참 방문하여 원본 대조 확인 요)

학력조회동의서 1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서식) 참조

등단 및 수상실적 증명서,

등단 및 수상작품 사본
(문예창작학과에 한함)

각 1부

- 등단 및 수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상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등단 및 수상실적에 해당되는 작품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학년 2학기 재학생의 경우에도 상기 기간에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합
격처리)하여야 하며, 2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는 추가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http://www.seoultech.ac.kr
https://www.uway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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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제출 안내

   가) 제출대상: 외국 대학(교) 출신자로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나) 제출서류: 외국 대학(교)의 졸업장(학위기) 또는 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다) 제출방법: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라) 제출기한: 2023. 2. 28.(월) 17:00 까지

   마) 제 출 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편입학 담당자 앞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6호)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문의: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4)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안내

   가) 제출대상

    - 2023년 2월 기준 2학년 수료예정자에 한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학년 2학기 재학생)

    - 또는 2학년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나) 제출방법

    - 소속대학(전적대학)의 <증명발급담당자>가 아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서식5 활용)

성    명 생년월일
단과대학명 대학 학부(과)명 학부(과)

이수예정학점 학점
2학년 수료(또는 졸업)

기준 학점* 학점

용    도 편입학 지원용

담당자
소  속 성 명       (인)
연락처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2022. 12. 21.(수) 17:00까지 도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생은 “수료예정증명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불합격처리)   

    ☞ (2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추가서류제출기간에 반드시 별도 제출

   다) 제출서류를 정확히 구비한 후 서류 하단 중앙에 본인의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라) 바코드가 인쇄된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 후 서류봉투 겉면에 반드시 부착하여 

우편(등기, 특급) 또는 택배로 발송 ※원서접수 결제 후 접수사이트에서 출력

(우: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입학처 편입학 담당자 앞

  6) 제출서류 도착 확인

   가) 확인기간: 2022. 12. 14.(수) 10:00 ∼ 12. 22.(목) 17:00 

   나) 확인방법: 서류 도착 다음날 본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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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자 전형(정원 내)

1. 지원 자격

○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가. 만 30세 이상인 자
⚫ 일반편입학(3학년 편입)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992년 11월 30일 이전 출생자

나.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본교 편입학예정일 
   2023. 3. 1.까지 
   재직자 신분 유지
   (입학 후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일반 편입학(3학년 편입)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2023. 3. 1.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 직업군인, 군 의무복무 등의 군 복무 
     경력도 증빙서류 제출시 재직기간에 포함
ㆍ2023년 3월 1일 기준, 고교 졸업일 이후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소속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제외)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하지 않은 산업체의 재직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단,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재직기간 산정 기준
ㆍ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2023년 3월 1일 기준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 재직기간은 제출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

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기간만 인정함(휴직, 정직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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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입학 안내
 ① 지원자격 ‘나’에 해당하는 최종등록자는 2023년 3월 1일(수) 기준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 중 하나를 2023년 3월 10일(금)까지 

    본교 입학처로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함

 ② 지원자격 ‘나’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원서접수일 기준 재직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재직기간 3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을 기준으로 산정함(3년 ×365일=1,095일)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선발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총점 비고
공인영어성적 면접

1단계 300% 100점 - 100점 자격 적격자에 한해 평가
2단계 100% 100점 100점 200점

  

3. 전형방법 

 가. 공인영어성적 : 일반전형의 반영방식과 동일(7페이지)

모집단위 배점(과락기준) 평가항목 면접방법

전 모집단위
100점
(50점)

- 학업능력(Pass/Fail)
- 지원학과 이해도
- 전공적성(기초지식)
- 통합적 사고력

-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
  (학부(과)별로 다를 수 있음)
-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과락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학업능력 
평가항목에서 부적격(F) 평가를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나. 면접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준비물

2023. 1. 27.(금)

(10:00 ∼   )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3. 1. 20.(금) 14:00)

 ∙ 수험표
 ∙ 규정신분증
 ∙ 필기도구   

 다. 면접대상자 유의사항

  1) 해당 면접고사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면접고사 대기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2)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3)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 응시 불가

    - 고사 시작전 배부된 물품보관봉투에 넣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고사 진행(대기)중 사용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함

 

 《휴대 금지 물품》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포함), 블루투스 이어
폰 ,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통신
(전자) 및 스마트 기기  

 라. 동점자 처리기준(최종선발)      ※ 2순위까지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1) 1순위 : 공인영어성적 고득점자   2) 2순위 : 면접고사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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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 

  1) 제출기간 및 방법

대상자 기간 제출방법 비고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확인

2022. 12. 12.(월)
   ∼ 12. 21.(수) 
(10:00∼17:00)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100주년기념관 306호 
입학처 편입학 서류접수 담당자 앞

   2) 제출서류

※ 서류 제출 방법: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 방문접수는 불가
※ 마감일 17:00 까지 입학처 서류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자는 2023년 3월 1일(수) 기준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 중 하나를 2023년 3월 3일(금)까지 
본교 입학처(편입학)로 제출하여야 함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부)

비 고

공통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지원자 전원 원본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 - 발급기관 발행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2 - 발급기관 발행

주민등록초본 1

- 발급기관 발행

- 만 30세 이상 자격으로 지원한 자 

-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중 변경 사실이 학생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발급
학력조회동의서 1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자료실)

지원자격 ‘나“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 편입학 지원자는 온라인 제공이 불가하므로 오프라인  

   필수 제출(행정복지센터 FAX민원 등 활용)

 - 고등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확인필하여야 함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재직증명서 1
 - 현재 재직중인 산업체에서 발급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 중 택1

1

 - 국민연금가입증명원(국민연금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 1차산업종사자는 공적증명서 발급

   (예: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군 의무복무 
경력 환산 시

병적증명서 1  - 지방병무청 발급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자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 과목 성적증명서
1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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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정원 외)
1. 지원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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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 편입학예정일 
   2023. 3. 1.까지 
   재직자 신분 유지
   (입학 후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일반 편입학(3학년 편입)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2023. 3. 1.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
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 직업군인, 군 의무복무 등의 군 복무 
     경력도 증빙서류 제출시 재직기간에 포함
ㆍ2023년 3월 1일 기준, 고교 졸업일 이후 아래의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소속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제외)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

  (창업‧자영업자 포함,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하지 않은 산업체의 재직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단,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 재직기간 산정 기준
ㆍ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2023년 3월 1일 기준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인 자

 ㉯ 재직기간은 제출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

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기간만 인정함(휴직, 정직기간은 제외)

  

  

⚫ 조건부 입학 안내

 ① 최종등록자는 2023년 3월 1일(수) 기준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 중 하나를 2023년 3월 10일(금)까지 
    본교 입학처로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함
 ② 지원자가 원서접수일 기준 재직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재직기간 3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을 기준으로 산정함(3년 ×365일=1,09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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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선발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총점 비고
공인영어성적 면접

1단계 300% 100점 - 100점 자격 적격자에 한해 평가

2단계 100% 100점 100점 200점

  

3. 전형방법 

 가. 공인영어성적 : 일반전형의 반영방식과 동일(7페이지)

모집단위 배점(과락기준) 평가항목 면접방법

전 모집단위
100점
(50점)

- 학업능력(Pass/Fail)
- 지원학과 이해도
- 전공적성(기초지식)
- 통합적 사고력

-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
  (학부(과)별로 다를 수 있음)
-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과락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학업능력 

평가항목에서 부적격(F) 평가를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나. 면접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준비물

2023. 1. 27.(금)

(10:00 ∼   )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3. 1. 20.(금) 14:00)

 ∙ 수험표
 ∙ 규정신분증
 ∙ 필기도구   

 다. 면접대상자 유의사항

  1) 해당 면접고사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면접고사 대기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2)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3)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 응시 불가

    - 고사 시작전 배부된 물품보관봉투에 넣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고사 진행(대기)중 사용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함

 

 《휴대 금지 물품》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포함), 블루투스 이어
폰 ,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통신
(전자) 및 스마트 기기  

 라. 동점자 처리기준(최종선발)      ※ 2순위까지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1) 1순위 : 공인영어성적 고득점자   

  2) 2순위 : 면접고사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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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 

  1) 제출기간 및 방법  

대상자 기간 제출방법 비고

지원자 전원
2022. 12. 12.(월)
   ∼ 12. 21.(수) 
(10:00∼17:00)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100주년기념관 306호 
입학처 편입학 서류접수 담당자 앞

  2) 제출서류

※ 서류 제출 방법: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 방문접수는 불가
※ 마감일 17:00 까지 입학처 서류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자는 2023년 3월 1일 (수) 기준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 중 하나를 2023년 3월 3일(금)까지 
본교 입학처(편입학)로 제출하여야 함

대상자 제출서류
수량
(부)

비 고

공통

공인영어성적증명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지원자 전원 원본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 - 발급기관 발행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2 - 발급기관 발행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 편입학 지원자는 온라인 제공이 불가하므로 오프라인  

   필수 제출(FAX민원 등 활용)

 - 고등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확인필하여야 함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재직증명서 1
 - 현재 재직중인 산업체에서 발급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국민연금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공적증명서 중 택1

1

 - 국민연금가입증명원(국민연금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 1차산업종사자는 공적증명서 발급

   (예: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에 한함

학력조회동의서 1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자료실)

군 의무복무 

경력 환산 시
병적증명서 1  - 지방병무청 발급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중 

변경 사실이 
학생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초본 1
- 발급기관 발행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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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군 위탁전형(정원 외)
1. 지원 자격

◯ 일반 편입학(3학년 편입)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군 위탁생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군인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선발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총점
서류 면접

1단계 100% 자격심사 - 자격심사

2단계 100% - 100점 100점

※ 면접고사 결과 학업능력이 미흡할 경우 선발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가. 서류평가 :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자 자격 유무 심사
 나. 면접평가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전공적합성, 학업능력, 지원학과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학업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
 다. 면접방법  

모집단위 배점(과락기준) 평가항목 면접방법

전 모집단위
100점
(50점)

- 학업능력(Pass/Fail)
- 지원학과 이해도
- 전공적성(기초지식)
- 통합적 사고력

-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
  (학부(과)별로 다를 수 있음)
-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과락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학업능력 평가항목

에서 부적격(F) 평가를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면접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준비물

2023. 1. 27.(금)
(10:00 ∼   )

본교 홈페이지 공지
(2023. 1. 20.(금) 14:00)  ∙ 수험표 ∙ 규정신분증 ∙ 필기도구   

 마. 면접대상자 유의사항
  1) 해당 면접고사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면접고사 대기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2)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3)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 응시 불가

    - 고사 시작전 배부된 물품보관봉투에 넣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고사 진행(대기)중 사용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함

 
 《휴대 금지 물품》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포함), 블루투스 이어폰, 디
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통신(전자) 및 스마트 기기  

4. 서류제출  ※ 마감일 17:00 까지 입학처 서류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기간 제출방법 비고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재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2022. 12. 12.(월)
   ∼ 12. 21.(수) 
(10:00∼17:00)

우편(등기, 특급) 
및 택배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 
100주년기념관 306호 
입학처 편입학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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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23. 2. 7.(화) 14:00

 나. 발표방법 : 본교 홈페이지 공고

 다. 예비합격 후보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1) 1단계 합격자 중 불합격자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전원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지정

  2) 예비합격 후보자는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합격자 중 미등록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에 따라 충원

  3) 추가합격자 충원기간 : 합격자 발표 시 공지

  4) 추가합격자 발표장소 : 본교 홈페이지(http://www.seoultech.ac.kr)

   ※ 추가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추가합격자 발표일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라. 유의사항

  1)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2)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2. 합격자 등록 및 수강신청

 가.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23. 2. 8.(수) 09:00 ~ 2023. 2. 10.(금) 14:00(은행 방문납부 시 은행 영업시간 내)

  2) 등록금 납부고지서 :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3) 합격했더라도 등록금 납부 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

 나. 추가합격자 등록

  1) 등록기간 : 추가합격자 발표 시 공고

  2) 등록장소 : 추가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수강신청 : 학부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함

구분 기간 장소

최초합격자 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해당 학부(과)사무실

추가합격자 추가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해당 학부(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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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학사개시일 : 2023년 2월 20일(월)

  1) ST학기제 시행으로 1학기 15주 수업, 디스커버리학기(6.5.~8.25.), 2학기 15주 수업 운영

  2) ST학기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부터 15주 수업으로 하계방학을 3개월로 확대하여 다양한 비교과프

로그램을 운영, 정규 교과 개설(집중이수),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환학생 운영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인턴십 확대를 통하여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운영

   (개강 및 종강)        3.2.                     6.15.              9.6.                  12.18.

 

2021학년도
1학기
(15주)

여름방학
(2.3개월)

2학기
(15주)

겨울방학
(2.2개월)

(개강 및 종강)  2.20.                    6.2.                    9.5.                   12.18.

2023학년도
1학기
(15주)

여름방학
(3개월)

2학기
(15주)

겨울방학
(2개월)

     

마.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2) 등록금 전액 면제자는 “전액면제자 등록확인금” 1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전액면제자 

등록확인금”은 등록 확인 후 전액 환불함

  3) 국가유공자 등 아래 표의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처 장학

복지팀에서 면제 확인을 받은 후 등록금 납부를 하여야 함(입시서류와 별개로 제출)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자 

및 
구비서류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본인 및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녀 및 (외)(손) 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 재원증명서(아동복지시설 발급)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경우)

  ※ 문의 및 서류제출처: 학생처 장학복지팀[02-970-6055, 제2학생회관(52번 건물)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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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등록금 안내

  1) 2023학년도 등록금은 현재 검토 중이며, 대학발전계획, 대학재정 운용계획, 국내외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책정함. 등록금이 확정되면 최종 합

격자 발표 후 대학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예정

  

  (참조)2022학년도 학기당 등록금

단과대학 
등록
구분

등록금 비 고

공과대학(건축학전공제외),
정보통신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

학기제 2,770,210원

▶ 조형대학 스튜디오 실습비
   (57,000원) 포함
▶ 미래융합대학은 4쿼터제  
   학사 운영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기제 2,815,710원

조형대학 학기제 2,872,710원

인문사회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경영학과)

학기제 2,362,940원

창의융합대학 학기제 2,989,470

미래융합대학 학점제 138,600원

 사. 등록금 환불

  1) 등록금 납부 후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보호자 

확인 연서(연달아 서명)하여,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FAX(02-975-8111)로 제출

   가)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환불계좌 통장 사본 1부

  2) 본교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금을 폐지하였으며 추가 입학금 납부는 없음

  3)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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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및 생활관 안내
 1. 교내장학 안내

  가. 교내 주요 장학금

   1) 성적우수장학금(실천장학금)

수혜대상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상세기준에 표기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단, 미래융합대학은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F학점이 없어야 함

상세기준

등급
선발기준

지원내역
평점평균 학과기준

A등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각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른 자체선정기준

수업료 전액

B등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3.75 이상 수업료 50%

C등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수업료 20%

지원범위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내국인 재학생

담당부서 학생처 및 각 학과(전공)

비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장학생 선발 대상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학과 자체 선정기준 수립 

및 장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

*명예선발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 선발 대상이지만 타 장학금 수혜로 학과 추천 명단에서 다음 

순위자로 양도되는 경우

  -증명기준: 장학수혜증명서 상에 장학명은 “성적우수(명예선발)”로 하며, 지원금액은 

없기에 수혜내역의 금액은 모두　＇０원＇으로 표기

  -통계기준: 수혜금액이 없으므로 장학 통계에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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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장학금(복지장학금)

   

수혜대상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100%

성적기준 상세기준에 표기

상세기준

1. 국가유공자

2. 북한이탈주민

근거법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 훈령)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 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제출서류
본인,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녀, (외)(손)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신·편입 학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 학기: 제적·자퇴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특이사항
-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수업연한 제한 없음, 성적기준 없음
- 유공자 (외)(손) 자녀: 수업연한 범위만 지원(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지원 제외), 이미 면제받은 수혜받은 학기 수 포함하여 연한 (8회) 적용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통일부지침)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선정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신·편입 학기: 성적기준 없음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미만이면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

특이사항

- 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4세 이하의 주민

-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
  (단, 수업연한이 5년제인 학과는 10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지원범위 수업연한 범위 내 학생(초과학기생 미포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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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의장학금(복지장학금)

나. 장학 신청서류 제출안내

  1)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2) 제출방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3) 장학종류별 제출서류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자 및 
구비서류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본인 및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녀 및 (외)(손) 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 재원증명서(아동복지시설 발급)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경우)

※ 문의 및 서류제출처: 학생처 장학복지팀[02-970-6055, 제2학생회관(52번 건물) 201호]

수혜대상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A등급: 100%, B등급: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성적기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상세기준

구분 선정기준

A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기초~소득 5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이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유형 신청자)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등급제의 3급 이상 장애인)

B등급
소득 6구간~8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유형 신청자)

지원범위 수업연한 범위 내 학생(초과학기생 미포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예산부족시 ‘1순위 소득구간(구 소득분위)이 낮은 학생’,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3순위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선발
*A등급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유형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동 기준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학자금지원구간) 학생을 제외하고, 차상위계층~5구간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I유형을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수업료의 50%만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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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 안내

 ○ 수용인원 및 규모

 

동별 성별 실수(개) 수용인원 비고

불암학사 남 62(2인 1실), 21(1인실) 145 1인실은 대학원실

KB학사 여
136(2인 1실), 2(3인 1실),
2(2인 1실 *장애인실)

282

성림학사

남
4(2인 1실) *장애인실 8

국제동
(외국인 우선 선발)

198(4인 1실) 792

여
4(1인 1실) *장애인실 4

148(2인 1실) 296

국제동 50(1인 1실), 20(2인 1실), 5(4인 1실) 110

창명학사 남 14(2인 1실) 28

수림학사 남 224(2인 1실), 3(1인 1실 *장애인실) 451

누리학사 여
175(2인 1실), 99(1인 1실)
2(1인 1실 *장애인실)

449

합계 2,565

  

○ 주요 복지시설

  - 관생실 : 책상, 책꽂이, 침대, 옷장, 의자, 선풍기, 인터넷, 에어컨

  - 내부시설(층별) : 샤워실, 세면실, 화장실

  - 공동시설 : 자판기, 세탁기, 정수기, 독서실, 안내실, 휴게실, 식당, 공동세탁실

  - 편의시설 : 탁구장, 피트니스 센터, 편의점, 커피전문점(CAFE)

     

○ 입주 안내

   

구분 세부사항

모집인원 추후 학년별 인원 배정

입사자격 및 선발방법
생활관생 지원자 중에서 각 단과대학별 인원 비례 입학 

성적순으로 선발

생활관비 생활관 홈페이지 http://domi.seoultech.ac.kr/ 참조

원서접수 기간 생활관 홈페이지 및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합격자 발표 직후)

제출서류 흉부X-RAY 검진결과서 1부(폐결핵 감염 여부 확인용)

문의 ☎ 02) 970-9144

    ※ 생활관 입주 희망 시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http://domi.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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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전형 부정방지 및 처리방침

□ 관련 근거

 ◦ 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2. 1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 부정방지에 관한 지침(개정 2022. 4. 1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개정 2021. 10. 1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배제 가이드라인(2022. 3.)

□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입학관련 업무자 대상 회피․배제 제도 운영

  - 직계 비속이 편입학에 지원한 교직원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을 편입학 

전형 전 과정에서 배제 

 ◦ 합격자 발표 전에 본교 자체감사를 통해 부정(비리)사항이나 채점 착오 등 최종 점검

 ◦ 입학전형 부정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개정 2022. 4. 11.)

  - 입시부정(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본교 지침으로써 부정(비리)행위 발생시 상기 

지침에 따라 처리 예정

□ 사후관리

 ◦ 편입학 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

 ◦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편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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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동일계 학부(과) 분류표

※ 대학(교)동일계 학과의 00과, 00학과, 00학부, 00계열, 00전공 등은 동일학과로 인정하며, 유사동일계 
학과가 있는 경우 관련 학부(과)장의 의견에 따라 추가 지정될 수 있음

학과 동일계 학과

건설시스템

공  학  과

토목환경공학, 토목공학, 해양건설시스템공학, 건설방재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 건설

시스템공학, 사회환경플랜트공학, 인프라시스템공학, 건설방재공학, 해외건설플랜트학, 농업

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토목건축공학, 토목환경공학, 해양건설공학, 사회환경디자인공학, 

건설환경공학, 사회인프라공학, 건설지구환경공학, 지역건설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설

환경플랜트공학, 토목안전환경공학, 사회기반공학, 철도시설공학, 건설환경시스템공학, 교통

공학, 교통물류공학, 토목환경도시공학, 환경공학, 도시교통공학, 사회기반시설, SOC공학, 

건설관리, 건설도시, 건설정보, 건설재료, 건설환경재료, 건설환경철도, 건축, 건축공학, 건

축구조, 건축공학심화, 건축시공, 건축시공경영, 건축환경디자인, 교통, 농업건축, 도시개발, 

도시공학/도시건축공학, 주거환경, 지리정보토목, 토목공학심화, 토목환경설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설관리, 건설도시, 건설시스템, 건설안전, 건설정보, 건설재료, 건설환경, 건설환경시스템, 

건설환경재료, 건설환경철도, 건축,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과, 건축공간디자인,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시스템, 건축공학심화, 

건축디자인, 건축설계, 건축설비, 건축설비환경, 건축시공, 건축시공경영, 건축인테리어, 

건축인테리어디자인, 건축장식, 건축조형, 건축토목, 건축환경디자인, 건축환경설비, 교

통, 농업건축, 도시개발, 도시공학/도시건축공학부, 리모델링인테리어, 실내건축, 실내건

축/디자인, 실내디자인, 실내인테리어, 실내장식, 실내환경디자인, 실용건축, 인테리어, 인

테리어/건설, 인테리어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리모델링, 조명인테리어, 주거환

경, 지리정보토목, 토목/건축, 토목공학심화, 토목환경설계, 목재응용과학과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

전공

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디자인, 프로덕션디자인, 생활제품디자인, 생활조형디

자인, 디자인설계,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 실내공간디자인, 실내환경디자

인, 공간마케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 UX디자인, 제품UX디자인, 

UI디자인, 사용자경험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스마트경험디자인, 유니버

설디자인,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제품서비스디자인, 친환경디자인, 가구디자인, 전시디

자인, 리빙제품디자인, 생활문화디자인, 문화조형디자인, 디자인융합, 디자인컨버전스, 조형

디자인, 디자인조형, 디자인창의학, 자동차디자인, 운송디자인, 모빌리티디자인, 조형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AI디자인, 제품이노베이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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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동일계 학과

금속공예디

자인학과

공예과, 금속조형디자인, 금속공예과, 금속디자인학과, 주얼리디자인, 테크노주얼리학과, 

장신구 디자인학과, 주얼리, 장신구, 공예문화정보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귀금속디자

인전공, 보석디자인학과, 귀금속공예전공, 디자인비즈니스학부, 공예조형디자인학과, 공예디

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부, 목조형가구학과, 퍼니처디자인전공, 예술문화학과, 

가구조형전공, 프로덕트디자인학전공, 제품디자인학과, 공예, 산업공예, 공예디자인, 공예조

형, 디지털공예, 공예조형디자인, 제품서비스디자인, 친환경디자인, 가구디자인, 전시디자인, 

리빙제품디자인, 생활문화디자인, 문화조형디자인, 디자인융합, 디자인조형, 패션디자인, 섬

유미술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공간디자인

도예학과

도예, 도자, 도자공예, 도자기공예, 도예다도, 도자조형, 세라믹(ceramic), 공간장식도자

디자인, 도자문화, 도자문화예술, 도자예술, 생활도예, 세라믹디자인, 공예, 산업공예, 

공예디자인, 공예조형, 디지털공예, 공예조형디자인



- 31 -

별표2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 전문대학 현황

연번 지정학년도 학교명 연번 지정 학년도 학교명

1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44 ’14학년도 영진전문대학교

2 ’12학년도 경복대학교 45 ’14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3 ’12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46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4 ’12학년도 강릉영동대학교 47 ’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5 ’12학년도 선린대학교 48 ’15학년도 김해대학교

6 ’12학년도 조선간호대학교 49 ’15학년도 대동대학교

7 ’12학년도 경북과학대학교 50 ’15학년도 대원대학교

8 ’12학년도 전남과학대학교 51 ’15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9 ’12학년도 기독간호대학교 52 ’15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0 ’12학년도 마산대학교 53 ’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11 ’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54 ’15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12 ’12학년도 혜전대학교 55 ’15학년도 전북과학대학교

13 ’12학년도 거제대학교 56 ’15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14 ’12학년도 서영대학교 57 ’15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15 ’12학년도 여주대학교 58 ’16학년도 경민대학교

16 ’12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59 ’16학년도 구미대학교

17 ’12학년도 호산대학교 60 ’16학년도 동주대학교

18 ’12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61 ’16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19 ’12학년도 대경대학교 62 ’16학년도 백석문화대학교

20 ’12학년도 대구과학대학교 63 ’16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1 ’12학년도 대구보건대학교 64 ’16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

22 ’12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65 ’16학년도 부천대학교

23 ’12학년도 문경대학교 66 ’16학년도 서정대학교

24 ’12학년도 수원과학대학교 67 ’16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25 ’12학년도 신성대학교 68 ’16학년도 용인송담대학교

26 ’1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69 ’16학년도 인천재능대학교

27 ’12학년도 안산대학교 70 ’16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28 ’1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71 ’17학년도 강동대학교

29 ’12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72 ’17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30 ’12학년도 청암대학교 73 ’17학년도 서일대학교

31 ’12학년도 충청대학교 74 ’17학년도 창원문성대학교

32 ’12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75 ’17학년도 포항대학교

33 ’13학년도 동강대학교 76 ’18학년도 군장대학교

34 ’13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77 ’18학년도 서라벌대학교

35 ’13학년도 두원공과대학교 78 ’18학년도 송곡대학교

36 ’13학년도 수성대학교 79 ’18학년도 송호대학교

37 ’13학년도 울산과학대학교 80 ’18학년도 영남외국어대학

38 ’13학년도 춘해보건대학교 81 ’18학년도 한영대학

39 ’1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82 ’19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40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83 ’19학년도 세경대학교

41 ’14학년도 경북전문대학교 84 ’19학년도 우송정보대학

42 ’14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85 ’22학년도 국제대학교

43 ’14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체 총 85개교

 ※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85개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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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입 학 원 서
온라인 개인정보 제공여부 : 동 의(●),   미동의(   )

수험번호

전형

구분
일반전형/평생학습자전형/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군위탁전형

사진
지

원

사

항

지 원 학 과 ㅇㅇㅇㅇ학과

성       명 (한글) 홍 길 동        (한자) 洪 吉 洞

주민등록번호        -  *  *  *  *  *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출

신

학

교

및

성

적

학교소재지 학교계열 출신학교명 출신학과

졸업(예정)년도

총취득학점 평점 만점 취득(총)평균평점 평균점수(100점 만점 기준)

전

형

요

소

별

내

역

영어시험종류 만점기준 취득점수 성적취득일(년월일)

□TOEIC □TOEFL(IBT) □TEPS 

문예창작 

등단(수상)
□유  □무

등단(수상)

일자

등단(수상)

명칭

지원자

주 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긴급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주소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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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TS 주관 공인영어성적 정보제공동의서
본교 편입학 전형 지원자는 공인영어성적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지원자 중 TOEFL(iBT) 및 TOEIC 성적 제출자는 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전형 생년월일

수험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성명(영문)

응시한 시험의 종류

Test Date(응시일자)

Total Score

Registration No.

ETS Log-in ID

ETS Log-in Password

유의사항

- 본교 편입학 전형 지원 시 공인영어성적을 TOEFL(iBT) 및 TOEIC으로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서류제출기간 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서식은 본교 편입학 전형 지원자의 공인영어성적을 본교가 ETS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당해 정보는 지원자의 성적과 응시일자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제공 목적을 

달성한 후 2023. 2. 28.(월) 이후 파기합니다. 

- 2023. 2. 28.(월) 이후에는 지원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에서 본인의 공인영어성적을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12월     일

지원자                  (서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장 귀하



- 34 -

(서식3)

 (공통)학 력 조 회 동 의 서

Release of Information Form(Graduate School)                             
모든 지원자(내국인/외국인)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요망
(This form is mandatory for all the applicants. Please fill the form in Korean or English.)

이 양식에 서명함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본인이 이수한 학위과정에 관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학력조회에 동의합니다. 
By signing this form, I am giving my agreement and hereby authoriz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학력조회 의뢰 용도로만 사용되고 엄중히 관리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and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degree verification.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2022년   12월     일
                                                (Year/MM/DD)

                                  지원자:                             (확인)

                                     Applicant                                 Signature

1. 지원자 인적사항 (Applicant Information)
Family name(성) Given name(이름) Intended department/major(지원학과/세부전공)

Applicant Number(수험번호) : Date of Birth(생년월일)

   (mm)월/   (dd)일/    (year)년

Student ID number(최종 전적대학 학번)

2. 학력사항 (Education Record Request)

학교명
Name of Institution Graduated

학위종류
Name of degree

학사 Bachelor □  석사 Master □ 
기타 Other □            

학교주소
Address of institution Graduated
우편번호
Zip-code

이수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 completed

졸업(예정)일자
Date of (Expected) Graduation

                          년      월      일(Year/MM/DD)

재학기간
Period of Attendance

 From                To 총 등록학기 수
Number of Registered Semesters

홈페이지 주소
Website of Institution Graduated

3. 학력조회 의뢰용 해외 전적대학 정보
   Institution Information to Request Release of Academic Records(Foreign Institute You Graduated)
   국내대학 졸업자의 경우 해당 항목을 기재할 필요 없음 (1. 지원자 인적사항과 2. 학력사항만 작성요망)
전적대학 학력조회 담당부서
Name of Office in charge You Graduated

전적대학 학력조회 담당자 성명
Name of staff in charge You Graduated

담당자 연락처/팩스번호
Phone/Fax No. of staff in Charge

담당자 E-mail
E-mail of staff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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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해외대학 졸업자)Signed Consent Form
By signing this form, I am giving my agreement and hereby authorize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Please indicat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below. If necessary, include corrections/notes.
 • Applicant's Information

Completed by the applicant Verification
(To be completed by the Institution)

Name:                                            
          Given name             Family name  □ Correct   □ Incorrect

Date of birth:                                      
                      MM-DD-YYYY □ Correct   □ Incorrect

Student ID No.:                                    □ Correct   □ Incorrect
Date of admission(transfer date from other institution): 
                              
         MM-DD-YYYY

□ Correct   □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MM-DD-YYYY

□ Correct   □ Incorrect

Degree in (major):                                   □ Correct   □ Incorrect

Degree: □ Bachelor □ Master □ Ph. D □ Correct   □ Incorrect

Title of Thesis:
□ Correct   □ Incorrect

Date of Degree Conferment(registered):
                              
         MM-DD-YYYY

□ Correct   □ Incorrect

Applicant's Signature:                      

Date:                         
         MM-DD-YYYY

Additional comments(if any) :

 • Respondent's Information
Name of 
Organization

Address

Telephone FAX e-mail
Date:                                 MM-DD-YYYY
Name and title of position:
                                      Signature:                     

official 

SEAL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5 Heolleungno, Seocho-gu, Seoul, Korea 137-748
Phone: FAX: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and will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degree inquiry. Please do not hesitate in contacting NRF for any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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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수료(졸업)예정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단과대학명 대학 학부(과)명 학부(과)

이수예정학점 학점
2학년 수료
(또는 졸업)
기준 학점*

학점

용    도 편입학 지원용

담당자
소  속 성 명          (인)

연락처

위 학생은 본 대학(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임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교무처장 (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 본 확인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의 2학년 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가능할 경우, 해당 대학의 증명서로 본 확인서를 

   갈음합니다.
 * 2학년 수료기준 학점: 해당 대학의 학칙 상 2학년 수료를 인정하는 기준 학점

 * 졸업기준 학점: 해당 대학의 학칙 상 졸업을 인정하는 기준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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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화번호
대학명 학부 및 학과명 내선번호 대학명 학부 및 학과명 내선번호

공과
대학

행정실 6175, 6183

조형
대학

행정실 6202, 6206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6351, 6385
디자인학과

6667(산업), 
6650(시각)

기계․자동차공학과 6334, 6303 
도예학과 6618

안전공학과 6372, 6382

금속공예디자인학과 6664
신소재공학과 6613, 6637

조형예술학과 6635건설시스템공학과 6501, 658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6551, 6552

인문
사회
대학

행정실 6751, 6752

건축학전공 6562, 6563
영어영문학과 6377, 6378

정보
통신
대학

행정실 6193, 6192

행정학과 6489, 6490
전기정보공학과 6402, 6538

문예창작학과 6291, 6292스마트ICT융합공학과 6425, 6427

교양
대학

행정실 6251, 6252전자공학과 6452, 6480

컴퓨터공학과 6707, 6721

기술
경영
융합
대학

행정실 6753, 6754

에너지
바이오
대  학

행정실 6194, 6196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6477, 6488

화공생명공학과 6601, 6680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7284

환경공학과 6623, 6683

산업
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6465, 6482

식품공학과 6732, 6733
ITM전공 7279

MSDE학과 6932, 7277정밀화학과 6682, 6689

스포츠과학과 6367, 6368 미래융
합대학

행정실 9783

안경광학과 6225, 6226
창의융
합대학

행정실 9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