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학년도

학사편입학(군위탁편입학 포함) 모집안내

서 울 대 학 교



2005학년도 학사편입학 전형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학지원서 교부
2004.12. 6(월)～12.16(목) 10:00-18:00
(단, 토요일,일요일은 제외)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2. 입학지원서 접수 2004.12.14(화)～12.16(목) 10:00-18:00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3. 수험표 교부 2004.12.27(월) 10:00 이후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4. 필답고사(전공, 제2외국어) 2004.12.28(화) 10:00-14:30 “

5.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경영대, 사범대, 수의대, 약대, 의대)
2005. 1. 5(수)이전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발표

6. 1단계 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의대)
2005. 1. 10(월)～11(화) 해당 대학 교무행정실에 제출

7.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등 2005. 1. 5(수) 이후 수험표 교부시 해당대학에서 안내

8. 합격자 발표 2005. 2. 4(금)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과

홈페이지(www.snu.ac.kr)에 발표

9. 합격자 등록
합격자 발표 시 우리대학 홈페이지

(http://www.snu.ac.kr)에 안내

납입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등록

 * 군위탁생 편입학 일정도 위와 동일함

 * 상기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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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 정원 외 학사편입학(187명 이내)

대 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코드번호 비  고

인문대학

(17명)

국어국문학과 2 101

중어중문학과 1 102

영어영문학과 2 103

불어불문학과 1 104

독어독문학과 1 105

노어노문학과 1 106

서어서문학과 1 107

언어학과 1 108

국사학과 1 109

동양사학과 1 110

서양사학과 1 111

철학과 1 112

종교학과 1 113

미학과 1 114

고고미술사학과 1 115

사회과학대학

(21명)

정치학과 2 121

외교학과 2 122

경제학부 10 123

사회학과 2 124

인류학과 1 125

심리학과 1 126

지리학과 1 127

사회복지학과 1 128

언론정보학과 1 129

자연과학대학

(14명)

수리과학부 2 201

통계학과 2 202

 물리학부 2 203

 화학부 2 204

 생명과학부 2 205

지  구
환  경
과학부

천문학전공 1 206

대기과학전공 1 207

지구시스템과학전공 1 208

해양학전공 1 209

간호대학(4명) 간호학과 4 211

경영대학(10명) 경영학과 10 131

공과대학

(47명)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1 221

산업공학과 2 222

원자핵공학과 2 223

조선해양공학과 2 224

컴퓨터공학부 4 225

기계항공공학부 9 226

응용화학부 6 227

재료공학부 5 228

전기공학부 9 229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 230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2 231

농업생명과학대학

(18명)

 농경제사회학부 3 141

 농산업교육과 1 252

 식물생산과학부 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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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코드번호 비  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산 림
과 학 부

산림환경학전공
3

248

환경재료과학전공 244

응용생물
화 학 부

응용생명화학전공
2

247

응용생물학전공 246

식 품 ․
동물생명
공 학 부

식품생명공학전공
2

250

동물생명공학전공 249

바 이 오
시 스 템 ․
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2

243

바이오소재공학전공 245

조 경 ․
지역시스템
공 학 부

조경학전공
2

251

지역시스템공학전공 242

미술대학

(6명)

 디자인학부 3 301

 동양화과 1 302

 서양화과 1 303

 조소과 1 304

법과대학(10명)  법학부 10 151

사범대학

(19명)

 교육학과 1 161

 국어교육과 2 162

 영어교육과 2 163

 불어교육과 1 164

 독어교육과 1 165

 사회교육과 1 166

 역사교육과 1 167

 지리교육과 1 168

 국민윤리교육과 1 169

 수학교육과 2 261

 물리교육과 1 262

 화학교육과 1 263

 생물교육과 1 264

 지구과학교육과 1 265

 체육교육과 2 266

생활과학대학

(6명)

소 비 자
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1 171

 가족아동학전공 2 172

 식품영양학과 2 271

 의류학과 1 272

수의과대학(3명)  수의학과 3 273

약학대학(4명)
 약학과 2 274

 제약학과 2 275

음악대학

(8명)

 성악과 2 321

작곡과
(작곡․이론전공)

2 322

기악과
(피아노․현악․관악전공)

2 323

국악과
(기악․작곡․성악․이론전공)

2 324

합    계(명) 187

※ 모집 단위의 명칭 및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군위탁 편입학생은 위 모집인원과 별도의 정원으로 각 모집단위로 선발함

※ 모집단위별로 제시된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하며,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2003학년도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약간 명을 더 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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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원 내 학사편입학(50명 이내)

대 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코드번호 비  고

의과대학(50명)  의학과 50 276

합    계(명) 50

2. 지원자격

가. 정원 외 학사편입학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0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위 1), 2)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TEPS 정기시험에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모집단위별로 정한 TOEFL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

가) 영어 성적을 다른 전형요소와 합산하는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성적

TEPS
TOEFL

대  학
CBT PBT

2+급 이상 227 이상 567 이상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경영대학

2급 이상 210 이상 547 이상
 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제외),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서류심사에 반영), 약학대학

※ TOEFL(CBT, PBT) 성적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조견표에 의해 TEPS 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나) 영어 성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단위별 지원 가능 성적

TEPS
TOEFL

대  학
CBT PBT

1급 이상 243 이상 590 이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급 이상 210 이상 547 이상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영어교육과 제외), 음악대학

3+급 이상 193 이상 523 이상  간호대학

※ 영어권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다른 전형요소와 합산하지 않는 위 “나)”항의 모집단위 지원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

다) TEPS 및 TOEFL 성적 인정 범위

TEPS(또는 TOEFL) 성적은 접수마감일(200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

을 인정함

나. 정원 내(의대) 학사편입학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00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

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사과정 전학년 평점평균이 B0(평점평균 3.0/4.3 또는 환산점수 86/100) 이상인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B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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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마감일(200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TEPS 점수가 2급 이상인 자

단, 외국대학 졸업자로서 국내에서 TEPS에 응시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 한하여

TOEFL(CBT 210점 이상, PBT 547점 이상) 성적을 인정함

4) 학사 및 대학원과정에서 다음의 과목에 준하는 과목(교양/전공 구분 없음)을 이수하고 지정된

학점(평점 제한 없음) 이상을 취득한 자

연도 이수해야 할 과목

2005학년도 이후

- 생물(6학점)

- 화학(3학점)

- 물리(3학점)

- 통계(2학점)

- 인문사회계열 과목 중 3과목 9학점(어학과목 제외)

5) 전공이나 나이 제한 없음

6) 의학사나 의료법이 정한 의사면허 취득 결격 사유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군위탁편입학

1) 3군의 사관학교 졸업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영어성적의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성적, 인정범위 등은 위 “가”, “나”항의 정원 외 및 정원 내 학사편입

학 내용과 동일함

3. 지원할 수 없는 출신학과(전공)의 범위

가.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동종의 학과(부, 전공) 출신자 : “별표1” 참조

나.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동종의 학과(부, 전공)를 복수 전공한 자

다. 지원모집단위를 부전공한 자 또는 위 제한기준에 없는 유사한 학과(부)․전공자의 경우에는

지원 모집단위의 장이 지원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함

4. 편입학 학년

3학년(의학과, 수의학과는 본과 1학년)으로 편입됨. 다만, 군위탁 편입학 대상자의 경우 전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학년으로도 편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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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방법

가. 선발기준

1) 모집단위별로 본교에서 정한 사정원칙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함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별도로 정한 사정원칙에 의하여 선발함

3) 지원자가 본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나. 전형요소 및 배점

 대    학 영어
전공

제2외국어
면접 및 
구술

서류
심사

논술 합계 비  고
이론 실기

인 문
대 학

정원외 100 100 50주1) 50 300

 주1) 제2외국어는 

한문, 중국어, 독
어, 불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중 1
과목 선택, 군위탁 
편입학은 제2외국

어 제외

 주2) 
 체육교육과는 실기

고사 평가 포함

 주3) 
 서류심사에서

 영어성적을 반영함

 (모든 지원자는 영
어 성적을 제출하

여야 함)

 주4) 
 1단계에서 모집인

원의 2배수 선발

 
 주5) 
 1단계에서 모집인

원의 3배수 선발

 주6)

 1단계에서 모집 인

원의 1.5배수 선발

군위탁 100 100 50 250

사회과학대학 100 50 150

자연과학대학 50 20 30 100

간호대학 100 100

경 영
대 학

1단계주4) 100 100 300

2단계 50 50

공과대학 100 100 200

농업생명과학대학 100 50 50 200

미술대학 50 200 50 300

법과대학 100 200 100주1) 50 50 500

사 범
대 학

1단계주5) 100 200

2단계 100주2)

생활과학대학 100 100 50  50 300

수의과
대  학

1단계주5) 100 150

2단계 40 10주3)

약 학
대 학

1단계주5) 100 200 400

2단계 100

음악대학 100 등급화 100

의 과
대 학

1단계주6) 20 60 (학사성적) 20
250

2단계
(면접) 45

(집단토론) 45
(서류심사) 15 45

※ 음학대학은 면접 및 구술고사를 A, B, C의 3등급으로 평가함

※ 모집단위별 전공(이론, 실기) 필답고사 과목에 대한 사항은 “별표2” 참조

※ 사범대 체육교육과의 실기고사 종목은 2005학년도 대학 신입학 정시전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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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일정

가. 지원서 교부

1) 일시 : 2004. 12. 6(월) ～ 16(목) 10:00 - 18:00

2) 장소 :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나. 지원서 접수

1) 일시 : 2004. 12. 14(화) ～ 16(목) 10:00 - 18:00

2) 장소 :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3) 제출서류

가) 대학별 공통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OMR 포함)

○ 사진 2매(반명함판, 지원서에 부착)

○ 졸업(예정) 증명서 1부(군위탁의 경우 2부)

○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군위탁의 경우 2부) : 100분위 점수가 기록된 것을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제출

○ TOEFL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TOEFL 성적 제출자는 TOEFL 성적표 사본을 지원서 접수 시 우선 제출하고(원본 지참

확인), ETS에서 발급한 성적표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우리대학에 도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ETS 성적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우리대학 코드 7972)

나) 대학 및 전공별 추가 제출서류

○ 인문대학 : 지원서 제출 전에 지원 모집단위(학부․학과, 전공)로 추가제출 서류 유무 확인

○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각 1부

○ 자연과학대학, 경영대, 농생대, 미대, 법대, 사대, 생활대, 수의대, 약대, 음대 : 추가서류 없음

단, 자연과학대학 화학전공 지원자는 출신학교 분담지도교수 추천서, 수학계획서 각 1부

○ 의과대학(의과대학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비교과영역 성취업적 기재서 및 관련증빙서, 2인의 추천서

추천인 자격 조건

․ 학생의 학업을 담당하거나 동아리 지도교수 등 피추천인과 최소한 1년 이상 관계를 유지

하며 피추천인을 관찰한 사람

․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은 추천인 자격에서 제외함

․ 피추천인과 동년배의 교우관계인 사람은 추천인 자격에서 제외함

․ 전ㆍ현직 서울의대 교수는 추천인 자격에서 제외함

- 관련증빙서 (예) : 학위증명서, 면허증, 각종 수상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서접수 시 관련 서류의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받을 것

- 지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비교과영역 성취업적 기재서, 추천서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함

(1차 합격자 발표 후 서류마감 시까지 시일이 촉박하므로 1차 합격자 발표 전에 준비해 둘 것)

․ 추천서 제출 요령 : 지원서 교부 시 받은 양식 및 회송봉투에 필히 추천인이 추천서를 봉인

하여 1차 합격자 발표 직후까지 추천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함(당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전형료 :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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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험표 교부

1) 일시 : 2004. 12. 27(월) 10:00이후

2) 장소 :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라. 필답고사

1) 일시 : 2004. 12. 28(화) 10:00-14:30

2) 장소 :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3) 과목별 고사시간

교  시 시    간 고사과목 비 고
1 교시 10:00~12:00 전    공

2 교시 13:30~14:30 제2외국어

마.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경영대, 사범대, 수의대, 약대, 의대)

1) 일시 : 2005. 1. 5(수) 이전

2) 장소 : 해당 대학 홈페이지

경영대학 홈페이지(http://cba.snu.ac.kr)

사범대학 홈페이지(http://plaza.snu.ac.kr/～ischool)

수의과대학 홈페이지(http://vet.snu.ac.kr)

약학대학 홈페이지(http://pharmacy.snu.ac.kr 또는 http://www.snupharm.ac.kr)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medicine.snu.ac.kr)

3) 의대 1차 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 2004. 1. 10(월)～1. 11(화)

바. 2단계 전형(경영대, 사범대, 수의대, 약대, 의대), 면접 및 구술고사(실기고사) 등

1) 일시 : 2005. 1. 5(수) 이후 <수험표 교부시 해당대학에서 안내>

2) 장소 :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수험표 교부시 해당대학에서 안내>

사.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5. 2. 4(금)

2) 장소 :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snu.ac.kr)발표

아. 합격자 등록

1) 일시 : 합격자 발표 시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snu.ac.kr)에 안내

2) 금액 : 추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통지

3) 납입고지서 수령 및 등록장소

위 기간 중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함

http://www.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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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 의과대학 논술고사, 면접고사, 집단토론 평가 내용

1) 논술고사는 사회적, 과학적 제반 문제들에 대한 정보종합능력과 논리전개능력, 표현력 등을 평가

2) 면접고사는 의학적 적성, 태도, 인격적 성숙도 등을 평가

3) 집단토론은 의사소통능력, 대화태도, 논리 등을 평가

8. 유의사항

가. 입학지원서는 접수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다. 제2외국어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해당 외국어 사전을 지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인문대,

법대 학사 편입학 지원자만 해당)

라. 필답고사 선택과목은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만일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선택

과목과 응시과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는 반드시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기타 입학고사 관련 사항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입학사정기준에 따라 시행합니다.

아. 지원 모집단위가 소속한 대학의 각종 공고․게시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문의하여 제출서류

미비, 고사결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대학 출입 시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가급적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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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모집단위별 동일, 동종의 학과(부)․전공 출신 제한에 관한 기준

대   학 모 집 단 위 동일, 동종의 학과(부)․전공 출신 제한기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문예창작학과, 기타 한국어문관련전공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국어과, 중국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공학과, 

영미문화/지역 관련 전공학과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불어과, 불어교육과 등 

학과명칭에 “불어”가 포함되는 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독어과, 독어교육과 등

학과명칭에 “독어”가 포함되는 학과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러시아학과, 러시아문학과, 러시아어과, 실무노어

과, 노어과

서어서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서반아어학과, 스페인어학과, 스페인-중남미 등

학과명칭에 "스페인" 또는 "중남미"가 포함되는 학과 

언어학과 언어학과, 언어과학과, 언어인지과학과, 언어정보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한국사전공

동양사학과 명칭에 “동양사" 혹은 "아시아"가 포함되는 학과

서양사학과
사학과, 역사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한국사학

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한국사교육과, 사회생활학과

철학과 전공 제한 없음

종교학과 종교 관련 전공 학과

미학과 미학, 철학 및 예술 관련 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미술학과, 고고학과, 미술사

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예술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정치학, 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국제학, 지역학, 행정학 

관련전공

외교학과
정치학과, 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통

상)학부내 국제관계 전공 

경제학부 명칭에 “경제”가 포함된 학과 및 무역학과 

사회학과 사회학, 과학사회학, 도시사회학, 정보사회학, 종교사회학

인류학과 인류학 또는 민속학 전공자(고고학 전공자는 지원 가능)

심리학과 심리학과, 교육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재활심리학과

지리학과
지리학과, 지리교육학과,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사회생활과 

지리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및 명칭에 “복지”가 포함된 학과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미디어학부 및 기타 정보사회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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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동일, 동종의 학과(부)․전공 출신 제한기준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학부(과)․전공 명칭에 “수학”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통계학과 학부(과)․전공 명칭에 “통계”가 포함된 학부(과)․전공

물리학부 학부(과)․전공 명칭에 “물리”가 포함된 학부(과)․전공

화학부 학부(과)․전공 명칭에 “화학”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생명과학부
자연과학대학, 이공대학, 이과대학의 생명과학(생물, 미생물, 분

자생물, 유전공학)전공, 생물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

(천문학전공)
천문학전공

지구환경과학부

(대기과학전공)
대기과학(기상학)전공

지구환경과학부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지질학)전공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학전공)
해양학전공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부)․전공 명칭에 "간호"가 포함된 학과(부) ․전공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 또는 경영관련학과

공과대학 건축

학과

건축공학전공
학과명칭이 "건축"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건축학전공

산업공학과 학과명칭이 "산업", "경영"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원자핵공학과 학과명칭이 "원자"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학과명칭이 "조선", "선박", "해양공학"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컴퓨터공학부 학과명칭이 "컴퓨터", "정보과학", "전산"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기계항공공학부
학과명칭이 "기계", "항공", "정밀기계", "자동차"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응용화학부
학과명칭이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학"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재료공학부
학과명칭이 "재료", "금속", "섬유", “무기재료”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전기공학부
학과명칭이 "전기", "전자", “제어”, “계측"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과명칭이 "도시", "토목", "자원", "환경"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업경제”또는 “지역사회”가 포함된 학

부(과)․전공

식물생산과학부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학”또는 “원예”가 포함된 학부(과)․전공

지역시스템공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공”또는 “농업토목”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업기계”가 포함된 학부(과)․전공

환경재료과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임산”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바이오소재공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천연섬유”가 포함된 학부(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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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동일, 동종의 학과(부)․전공 출신 제한기준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생물”, “식물병리”, “곤충”이 포함된 학부

(과)․전공

응용생명화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화학”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산림환경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산림자원” 또는 “임학”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동물자원” 또는 “축산”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식품공학”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조경학전공 학부(과)․전공 명칭에 “조경” 또는 “조원”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농산업교육과 학부(과)․전공 명칭에 “농업교육”이 포함된 학부(과)․전공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응용미술과, 응용디자인과, 공예과, 공예미술학과, 산업디자

인과, 공예디자인과, 기타 학과의 공예․디자인 관련 전공자

동양화과 동양화과, 한국화과, 기타 학과의 동양화 관련 전공자

서양화과
서양화과, 서양화학과, 판화과, 회화과, 회화학과, 기타 학과

의 서양화 관련 전공자

조소과 조소과, 환경조각과, 기타 학과의 조소 관련 전공자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전공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과 졸업자 및 교육학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불어교육과 불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학과(부)․전공 명칭에 "윤리교육" 또는 "국민윤리"가 포함된 학과

(부)․전공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물리교육과와 과학교육과(물리전공)

화학교육과 화학교육과와 과학교육과(화학전공)

생물교육과 생물교육과와 과학교육과(생물전공)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와 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무용과 등과 관련된 일체의 유사학과(인문사

회,자연계열,의약학계열,예능계열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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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동일, 동종의 학과(부)․전공 출신 제한기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전공

가족관리학과,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가족․소비자학과, 생활경

영학과, 소비자학과, 소비자․가족학과,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아동․주거학과, 소

비자인간발달학과, 소비자정보학과, 소비자․주거학과, 소비자생

활정보과

 가족아동학전공

가정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정관리학

과,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가족․소비자학과, 가족환경학과, 소비

자․가족학과,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소비자․아동학과, 소비

자․아동․주거학과,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아동․가족복지학과, 아

동․가족환경학과, 아동벤처산업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생활학과

의류학과

의류과, 의류직물과, 의류학과, 의류환경학과, 의상과, 의상

디자인과, 의상디자인학과, 의상학과, 의생활학과, 의생활과

학과, 패션디자인과, 패션학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과(부), 제약학과(부)

제약학과 약학과(부), 제약학과(부)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과 성악전공

작곡과
작곡전공 작곡과 작곡전공

이론전공  작곡과 이론전공

기악과 동일악기전공

국악과
국악과 기악전공(동일악기전공), 국악과 작곡전공, 국악과 성

악전공, 국악과 이론전공

의과대학 의학과 의학과(의학사 소지자 지원불가)

※ 위 게시된 동일․동종학과를 복수전공한 자도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이 제한됨.

단, 부전공자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제한 될 수 있음.

※ 위 제한기준에 없는 유사한 학부(과)․전공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도 동일․동종 학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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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모집단위별 전공시험 과목

대   학 모 집 단 위 전    공    시    험     과    목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문학사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학개설, 중국문학사, 중국어학사, 중국어학개설

영어영문학과 영미문학, 영어학, 영어능력(번역/작문)

불어불문학과 불어학개론, 불문학개론, 불문법과 작문, 프랑스문화의 이해

독어독문학과 독어능력(번역및작문), 독문학개론, 독문법

노어노문학과 러시아문학사, 러시아발달사

서어서문학과 중남미문학사, 스페인문학사, 스페인어문법, 작문 

언어학과 기초음성․음운론, 기초통사․의미론, 기초역사비교언어학

국사학과 한국사, 한국사학개론

동양사학과 동아시아문화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근대의 사적전개

서양사학과 서양고중세사, 서양근현대사

철학과 한국 및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논리학

종교학과 종교학사, 세계종교, 한국종교

미학과 미학개론, 미학사, 조형예술론, 예술과 사상, 음악미학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사회과학

대    학

정치학과 정치학일반

외교학과 국제정치학개론

경제학부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사회학과 사회학개론

인류학과 인류학개론, 인류학사 및 방법론

심리학과 심리학개론

지리학과 지리학개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개론

언론정보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론

자연과학

대    학

수리과학부 미적분학, 미분방정식, 선형대수

통계학과 통계학 및 실습, 확률의 개념 및 응용

물리학부 일반 물리학

화학부 일반 화학

생명과학부 일반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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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전    공    시    험     과    목

지구환경과학부

(천문학전공)
일반 천문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기과학전공)
일반 대기과학

지구환경과학부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일반 지질학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학전공)
일반 해양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

공과대학 건축

학과

건축공학전공 공학수학

건축학전공 건축개론

산업공학과 공학수학, 공업통계, 컴퓨터개론

원자핵공학과 공학수학, 일반물리, 핵공학기초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개론, 기초구조정역학, 선박유체역학1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개론(C언어), 컴퓨터시스템(Unix)

기계항공공학부 공학수학, 물리

응용화학부 공학수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공정유체역학

재료공학부 공학수학, 재료물리화학

전기공학부 공학수학ⅠⅡ, 물리

지구환경시스템

공    학    부
공학수학ⅠⅡ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경제학

식물생산과학부 재배학범론

지역시스템

공 학 전 공
농공학개론

바이오시스템

공 학 전 공
일반물리학

환경재료과학전공 임산공학개론

바이오소재

공 학 전 공
섬유고분자개론

응용생물학전공  일반생물학

응용생명화학전공  일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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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전    공    시    험     과    목

농업생명

과학대학

산림환경학전공 산림생물학

동물생명공학전공 생물학

식품생명공학전공 일반화학

조경학전공 조경학원론

농산업교육과 농산업교육론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

공

이

론

 디자인이론
실

기

고

사

소묘, 평면조형

동양화과  미술이론 소묘, 수묵채색화

서양화과  미술이론 소묘, 채색화

조소과  미술이론 소묘, 소조

법과대학 법학부 헌법1,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국제법1 중 택2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

국어교육과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문

영어교육과 영어학, 영어교육학, 영미문학

불어교육과 불어독해 및 작문

독어교육과 독일어 문법, 독해 및 작문

사회교육과 사회과교육론(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철학윤리)

역사교육과 국사, 세계사(동양사, 서양사)

지리교육과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지리교육

국민윤리교육과 국민윤리학개론(윤리, 북한, 정치, 교과교육)

수학교육과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실해석학개론

물리교육과 일반물리학

화학교육과 일반화학

생물교육과 일반생물학

지구과학교육과 일반지구과학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개론(체육원리 및 철학, 체육교육과정, 스포츠사회학, 스포

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생활과학

대    학

소비자학전공  소비자학개론, 가정자원관리

가족아동학전공  아동발달, 가족학

식품영양학과 유기화학, 인체생리학

의류학과 의류소재와 환경, 복식의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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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 집 단 위 전    공    시    험     과    목

수 의 과

대    학
수의학과 생물, 화학 

약학대학 약학과 생물, 화학

제약학과 생물, 화학

음악대학 성악과
서로 다른 언어의 예술가곡 2곡,

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아리아 1곡(Recitative를 포함한 원조, 원어)

작곡과

작곡전공 청음, 피아노, 화성법, 대위법, 작품3편 제출(편성 및 형식은 자유)

이론전공 청음, 음악분석, 초견, 논술(음악사, 음악학)

기악과

피 아 노

전   공
베토벤 소나타 중 1곡(전악장), 자유곡 1곡

현악전공  자유곡 2곡

관악전공  별표<3> 참고

국악과

기악전공  정악(자유곡 1곡), 산조 20분, 신곡(자유곡 1곡)

성악전공

(가  곡)

남녀창 가곡(자유곡 1곡), 가사(자유곡 1곡),

시조(자유곡 1곡)

성악전공

(판소리)
단가(자유곡 1곡), 판소리 5바탕 중 자유곡 30분

작곡전공 화성법, 대위법, 국악 실내악곡 작곡

이론전공 국악이론(출제범위 : 해당 학년도 2년 전까지 발행된 단행본)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편입학  생물, 물리, 화학

 군위탁편입학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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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악과 관악전공 전공실기 곡목

모집단위
실 기 곡 목

기본실기 전공실기

기악과

관악전공

<Flute>

M. Moyse : 26 Exercises Studies (Op.107) by  

Furstenau 제  1 권

<Flute>

W. A Mozart : Concerto No. 1 in G Major 

K.313 전악장(Cadenza 제외)

<Oboe>

J. H. Luft : 24 Etudes

<Oboe>

W. A Mozart : Concerto in C Major K.314 

전악장(Cadenza 제외)

<Clarinet>

G. Langenus : Complete Method Part Ⅲ (제 3권) 

중  No. 1-24

<Clarinet>

W. A Mozart : Concerto in A Major K.622 

전악장(A조 악기 사용)

<Bassoon> 

L. Milde : Concerto Studies Op.26 제 1권

( International 판 )

<Bassoon>

W. A Mozart : Concerto in B♭ Major K.191 

전악장(Cadenza 제외)

<Saxophone>

G. Lacour : 50 Etudes 중 제 2권

<Saxsophone>

Paule Maurice : Tableaux de Provence  Suite  

전악장

<Horn>

Kopprasch 60 Studies 제 1권

 (악보에 표기된대로 이조할 것)  International 

(Chamber) 판

<Horn>

R. Strauss : Horn concerto No.1  in E♭ 

전악장

<Trumpet>

Kopprasch 60 Studies 제 1권

<Trumpet>

J. Haydn : Concerto in E♭Major 전악장

(B♭ 악기 사용)

<Trombone>

(Tenor Trombone)

M. Bleger 31 Studies for Trombone

(Bass Trombone)

J. Doms : 24 Etude for Bass Trombone

<Trombone>

(Tenor Trombone) 

F. David : Concertino Op.4  전악장 

(Bass Trombone)

F. David : Concerto for Bass Trombone 전악장

<Tuba>

V. Blazhevich : 70 Studies for Tuba 중  제 2권

<Tuba>

J. Koetsier : Sonatina Op.57 전악장 

<Percussion>

(Snare Drum)

A. J. Cirone : Portraits in Rhythm〈No1-No25)

(Marimba)

M. Goldenberg : Modern School for Marimba 39 

Etude  No1-No20

(Timpani)

Piano

음에 의한 조율

  

     1)                 2)   (제한시간 각 30초)  

<Percussion>

(Snare Drum)

J. Delecluse : Test-claire for Snare Drum

(Marimba)

P. Creston  : Concertino for Marimba 제 

3악장

(Timpani)

Vic Firth : The Solo Timpanist 26 Etudes 중 

No. 18

◉ Marimba 곡을 제외한 모든 곡은 악보를 

보아도 무방함.

◉ Snare Drum을 제외한 모든 악기는 개인지참 

불가 

◉ 모든 Etude 는 명시된 Tempo로 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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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시험과목 코드표(OMR 작성시 참조자료)

전공 선택과목 코드

(법과대학 해당)
제2외국어 코드

52  국제법 1 01  독어

54  헌법1 02  불어

55  민법총칙 03  중국어

56  상법총론 04  서반아어

57  형법총론 05  노어

06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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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안내부서 및 연락처

안내부서 전화번호 위치(동․호수) 비 고

입학관리본부 880-6971 150동 4층 관악캠퍼스

인문대학 880-6007 6동 207호 “

사회과학대학 880-6306 16동 314호 “

자연과학대학 880-6506 25-1동 101호 “

경영대학 880-6906 58동 104호 “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5 200동 2009호 “

공과대학 880-7008 37동 319호 “

미술대학 880-7454 50동 204호 “

법과대학 880-7536 15동 206호 “

사범대학 880-7606 11동 311호 “

수의과대학 880-1208 85동 413호 “

생활과학대학 880-6804 13동 209호 “

약학대학 880-7825 21동 103호 “

음악대학 880-7905 54동 107호 “

간호대학 740-8804 12동 207호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740-8031 1동 114호 “

사무국 재무과(등록금 관계) 880-5113 대학본부(60동) 관악캠퍼스

교무처 학사과(휴학 등 학적관리) 880-5032 “ “

교무처 학사과(수강신청) 880-5043 “ “

학생처 학생과(병사관계) 880-5059 “ “

학생처 복지과(장학금관계) 880-5079 “ “

관악사(기숙사 입사) 880-5404 90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