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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대학, 믿을수있는인재Vision2025
Your Future Begins Here! 슬로건

for사회for학생

믿을수있는
인재양성

믿음의교육







인문캠퍼스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헌정보학과*사학과*
철학과미술사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행정학과*

청소년지도학과*아동학과*

경제학과

* 표시학과교직이수가능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법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응용소프트웨어전공

심리치료학과

법무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자연캠퍼스

* 표시학과교직이수가능

수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통건축전공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전공자유학부(자연)

스포츠지도학전공(야)
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피아노전공
뮤지컬공연전공*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영화전공*성악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학교장추천, 교과면접, 명지인재,실기우수자(정시)

2020년 2월 1회졸업생 100% 취업

ICT 기술

경영지식

IT비즈니스
기업의경영
및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응용

소프트웨어

ICT 기술

인문사회기초과학

데이터
과학〮공학

통계학
수학

경영〮경제
철학〮심리
법〮미디어

데이터
테크놀로지







한국토목문화대상학술상

공학의기본이론과실험, 설계및산학협동교육을수행하여탁월한실무능력과문제해결능력을갖춘공학기술인양성







캠퍼스 연계전공명 연계전공주관학부(과) 신청자격 비고

인문

사회복지학 아동, 행정, 청소년지도, 방목기초교육 소속학과제한없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취득과목개설

인문ICT콘텐츠 인문대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소속학과제한없음

융합전공학부
(인문) 의무이수

(택 1)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사회과학대학, ICT융합대학,법학, 
경영정보, 문헌정보

소속학과제한없음

Entrepreneurship 경영대학, ICT융합대학 소속학과제한없음

프로세스자동화경영 경영정보학과 소속학과제한없음

자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 전기, 전자, 기계 좌동
융합공학부(자연)

의무이수

반도체장비공학 전자,신소재,기계, 산업경영, 정보통신 좌동

산학협력 전자, 기계, 산업경영, 정보통신 소속학과제한없음

스포츠ICT 스포츠학부, 바둑학과 좌동

모빌리티설계 교통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좌동





한옥기술개발연구의국내거점대학

한옥기술개발연구사업

전통문화산업및목조건축산업의교책중점연구소

학내최대규모의교육ㆍ연구ㆍ행정이
융ㆍ복합된최첨단시설

세계최고수준의
전문구조실험센터

국제적규모의실험시설과최첨단실험장비를갖춘









졸업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캠퍼스
유지취업률

평균

인문

자연

63%

69.6%

1차 2차 3차 4차

90.6% 85.7% 80.6%

89.6% 85.8% 82.9%

79.2%

81.3%

평균

59.8%

64.0%

79.7%

80.8%



2017 대학일자리센터운영대학선정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기업





전학생1회이상기회제공, 세계속다양한경험! 

46개국 370개기관세계 과교류











입학전형주요사항
2022학년도



원서접수 2021. 9.10.(금) 10:00 ~ 2021. 9.13.(월) 17:00

서류제출 2021. 9.10.(금) 10:00 ~ 2021. 9.14.(화)  |  자기소개서제출마감시간:2021. 9.14.(화) 17:00 

1단계합격자
발표

(고사장발표)

2021.10.22. (금)15: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 | 고른기회 |성인학습자 |특성화고등졸재직자 |특수교육대상자) 

2021.10.22. (금)15:00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2021.11.19. (금)15:00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 크리스천리더)

면접평가

2021.10.30. (토)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인문

2021.10.31. (일)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자연

2021.11.06. (토)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2021.11.07. (일) 학생부교과(고른기회 |성인학습자 |특성화고등졸재직자),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2021.11.26. (금)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인문,자연

2021.11.27. (토)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인문

2021.11.28. (일)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자연

합격자발표 2021.11.25.(목)15:00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2021.12.09.(목)15:00   학생부종합

합격자등록 2021.12.17.(금) ~ 12.20.(월) 16:00

미등록충원합격
통보마감 2021.12.27.(월) 21:00까지

202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2021.11.18.(목)

http://ipsi.mju.ac.kr/
http://ipsi.mju.ac.kr/










수시모집
2022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학생부(교과)

100%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2단계면접

30%

70%

학생부(교과) 1단계성적

100%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2단계면접

30%

70%

서류 1단계성적

100%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서류

100%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실기

70%

20%

10%

학생부(교과)

출결

70%

30%

100%(4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100%

면접

실적

면접

학생부(교과)

출결

50%

20%

20%

10%

수능최저학력기준미적용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서류및면접평가
면접O(수능이후 )

자기소개서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
면접X



50%

30%

20%



60%

20%

20%



인성 20% 성실성, 공동체의식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30% 전공적성

발전가능성 30%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인성 20% 성실성, 공동체의식

전공적합성
30% 학업역량

30% 전공적성

발전가능성 20%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대교협공통양식

※제출된자기소개서는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기재, 기타부정한사실등의검증을위해한국대학교육협의회유사도검색시스템을활용하여유사도검색을실시하고,
해당사실이발견될경우“불합격”처리될수있음

※자기소개서대필․허위작성확인시합격(입학)을취소함



문항2 (800자)문항1 (1,500자)

평가항목파악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사례중심으로작성
(활동참여동기,

과정, 결과, 성장한점)

유사도검증, 대필및
허위작성, 기재
금지사항주의

분명하게! 똑똑하게! 솔직하게!

진로와관련하여어떤
노력을해왔는지
본인에게의미있는
학습경험과교내활동

타인과공동체를위해
노력한경험

표기시0점처리또는미반영



학생1명당 / 면접위원2~3명 /블라인드면접

5분
평가방법

성실성/공동체의식(35%), 전공잠재역량(35%),
기초학업역량(30%)

평가항목

면접기초자료작성(20분) /A4용지1장분량2~3문항참고자료

면접기초자료작성! 면접기출문항확인! 핵심만말하기!



평가방법
학생1명당 / 면접위원2~3명 /블라인드면접

10분내외

평가항목 인성(30%), 전공적합성(40%), 의사소통능력(30%)

학교생활기록부기반면접평가자료

꼼꼼하게확인! 준비하기! 자연스럽게말하기!



2021학년도

-지원한학과(학부/전공)와관련한학습중가장흥미로웠던분야와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

이분야가가장흥미로웠던이유를기술하시오.

-지원한학과와관련하여대학에서가장필요한능력은무엇이며,이를향상시키기위해고등학교

재학시절에어떠한노력을기울였는가를구체적으로기술하시오.

2020학년도

-지원한학과(학부,전공)에서관심있게공부하고싶은분야와이유를기술하시오.

-지원자가성실하게꾸준히수행했던일과이를통해느낀점을기술하시오.

-대학졸업후사회에어떠한기여를하는인재가되고싶은가를기술하시오.

2019학년도

-이학과(학부/전공)에지원하게된동기와입학후관심있게공부하고싶은 분야를기술하시오.

-어떤사람이인생에서성공한사람이라고생각하며,이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기술하시

오.

-지원학과(학부/전공)와관련하여가장기억에남는경험(동아리,봉사,실험등)과이를통해느낀

점에대해기술하시오.



















정시모집
2022학년도





수능

100%



수능

실기

60%

40%



실기

수능

80%

20%













뛰어난인재

성장을멈추지
않는인재

참신한인재

명지대학교의역사
새로운뿌리를내려주세요

세상을놀라게할
눈부신성과를맺어보세요

Excellent

Novel Grow
믿음의대학,

믿을수있는인재
스스로성장할수있게교육하는

명지대학교

미래를여는
가능성을

뻗어보세요



세상에아낌없이재능을베푸는나무로성장할

당신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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