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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

 2023학년도 전형 요약 

수시모집 모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유형 세부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실질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학교장추천 306

 [일괄] 학생부(교과) 100% 

특성화고교 39

교과면접 301

 [1단계] 학생부(교과) 100% (5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고른기회 105

성인학습자 44

특성화고등졸재직자 147

특수교육대상자 46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면접 394
 [1단계] 서류 100% (4배수) <학교생활기록부>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크리스천리더 52

명지인재서류 254

 [일괄] 서류 100%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사회적배려대상자 35

농어촌학생 106

실기/실적

위주

실기우수자 139

 디자인학부, 예술학부(피아노, 성악,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 뮤지컬공연전공)
 [일괄] 

 실기70% + 학생부(교과) 20% + 출결10%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 축구, 농구, 배구

특기자 - 문학, 바둑, 뮤지컬 18
 [1단계] 서류 100% (4배수)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빙서류>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특기자-체육 17

 스포츠학부(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 수영(경영), 스키, 빙상(피겨),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일괄]  

 실적 50% + 면접 20% + 

 학생부(교과) 20% + 출결 10%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 테니스, 골프

기타

재외국민 53

 [일괄] 면접 100%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이수재외국민
제한없음

합 계 2,056

※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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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수시모집 주요 변경 사항 

■ 학과 신설 및 분리, 폐지

구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과 신설 -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학과 분리

(학부 신설)

단과대학 모집단위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단과대학 모집단위

사회과학

대학

 미래사회인재학부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청소년지도·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아동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학과 폐지  -  전공자유학부(자연)

■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변경: 진로선택과목 반영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1학년 2학년 3학년(1학기)

100 %

 인문사회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자연공학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 반영교과별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한국사는 사회 교과에 포함)

   - 반영교과별 이수과목이 4과목 미만일 경우 반영교과 내 이수한 과목 모두 반영

   - 동일한 등급이 있을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상위등급 과목으로 선정

※ 반영교과 내 진로선택과목 상위성취도 2과목 추가 반영

   - 진로선택과목(성취도에 따른 환산 등급): A=1등급, B=2등급, C=4등급

   - 동일한 성취도가 있을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상위등급 과목으로 선정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전형)은 전 과목 반영(전문교과 포함)

   - 진로선택과목(성취도에 따른 환산 등급): A=1등급, B=2등급, C=4등급

※ 인문사회계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미래융합대학, 건축대학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 자연공학계열: ICT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통건축전공), 국제학부

※ 예체능계열: 예술체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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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요약 

구 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

고른기회
특성화

고교

성인

학습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특수

교육

대상자

명지

인재

면접

명지

인재

서류  

크리

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학생

실기

우수자
특기자

국가

보훈

기회

균형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

졸업연도 제한없음
2018.1 

이후

제한

없음1) 제한없음 제한없음
2018.1 

이후

제한

없음

2018.1

이후

일반고

(자율고 포함)
○ ○ ○ ○ ○ × ○ ×2) ○ ○ ○ ○ ○ ○ ○ ○

특수목적고 ○3) ○ ○ ○ × × ○ ×4) ○ ○ ○ ○ ○ × ○ ○

특성화고 × ○ ○ ○ ○ ○ ○ ○ ○ ○ ○ ○ ○ ○ ○ ○

검정고시 × ○ ○ ○ × × ○ × ○ ○ ○ ○ ○ × ○ ○

해외고 × ○ ○ ○ × × ○ × ○ ○ ○ ○ ○ × ○ ×5)

학생부산출가능학기
3개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전체 

학기

전체 

학기

제한 

없음

전체

학기

제한

없음
3개 이상

전체

학기

제한

없음

3개 

이상

제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 × × ○ × ○ ○ × ×

자격 증빙 서류 ○ × ○ ○ ○ × ○ ○ ○ × × ○ ○ ○ × ○

1) 만 30세 이상 성인 지원 가능(1993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지원 가능)

2) 직업과정 위탁생만 지원 가능

3)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지원 불가

4) 마이스터고 지원 가능

5) 실기/실적(특기자전형-뮤지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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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

유형
전형명

선발

비율

(%)

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학생부

교과
서류

1단계

성적
면접 실기 실적 출결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
100 일괄합산 100 1,0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

학생부교과(고른기회)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500 1단계 100 1,000

100 2단계 70 30 1,000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400 1단계 100 1,000

100 2단계 70 30 1,000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100 일괄합산 100 1,000

실기
/

실적
위주

실기/실적(실기우수자) 100 일괄합산 20 70 10 1,000

실기/실적(특기자-문학/바둑/뮤지컬)

400 1단계 100 1,000

100 2단계 70 30 1,000

실기/실적(특기자-체육) 100 일괄합산 20 20 5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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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 2023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외 인원 및 2021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3명)이 포함된 인원임
※ 본교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에 따라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과대학 또는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해당 모집단위의 학과(전공)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단, 학과(전공) 
   선택 시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름)
※ *표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 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문헌정보학과는 사서교사 2급, 아동학과는 유치원정교사 2급, 청소년

지도학과는 전문상담교사 2급,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 취득 가능함(단, 교육부의 교직과정 승인사항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전공자유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단, 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2) 융합전공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단, 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하여야 하며,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함(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2학년 진급 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4)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학년 진급 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름
5)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6) 국제학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수업이 진행됨

캠퍼스
(소재지) 단과대학 모집단위(학부/학과/전공) 입학

정원
2023

모집인원

인문

캠퍼스

(서울)

인문대학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213 250

 인문학부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110 124

 문예창작학과 37 37

사회과학대학

 미래사회인재학부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191 224

 청소년지도·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아동학과* 63 74
 디지털미디어학과 40 51

경영대학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250 294

법과대학  법학과* 70 79

 전공자유학부(인문)1) 95 97

 융합전공학부(인문)2) 50 51

ICT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40 40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60 66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3) 7 18

 사회복지학과 10 30

 부동산학과 10 30

 법무행정학과 6 22

 심리치료학과 6 26

 미래융합경영학과 3 40

 멀티디자인학과 2 25

인문캠퍼스 소계 1,263 1,578

자연

캠퍼스

(용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180 198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155 165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167 179

 컴퓨터공학과 102 109

 토목교통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101 110

 기계산업경영공학부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145 155

 융합공학부4) 23 23

 반도체공학과 30 33

ICT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과 97 105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23 23

 산업디자인전공 23 23

 영상디자인전공 23 23

 패션디자인전공 23 23

 스포츠학부*  체육학전공/스포츠산업학전공 49 49

 스포츠지도학전공 (야간강좌 개설 학과) 28 28

 바둑학과 23 23

 예술학부

 피아노전공 23 23

 성악전공 23 23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14 14

 영화전공* 20 20

 뮤지컬공연전공* 30 30

건축대학  건축학부5)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77 79

 공간디자인전공 17 17

   국제학부6) 1 1

자연캠퍼스 소계 1,397 1,476

총계 2,660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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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3학년도 전형별 모집인원

 인문캠퍼스(서울) 

단과
대학

모집단위

수  시
정  시

가 나 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 수능
실기/
실적

수능
실기/
실적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

고른
기회

특성화
고교

성인
학습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특수
교육

대상자

명지
인재
면접

명지
인재
서류

크리
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학생

실기
우수자

특기자 일반 일반 실기
실기
우수자

일반 실기
실기
우수자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정원외정원내정원외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4 5 3

6

6 5

5 5

3

65

중어중문학과 5 5 3 6 5 3

일어일문학과 5 5 3 6 5 3

영어영문학과 9 10 3 14 8 5

아랍지역학과 4 5 3 6 5 3

인문
학부

사학과 4 5 3

4

6 5

4 4

3

20
문헌정보학과 4 5 3 6 5 3

미술사학과 4 5 2 4 3 2

철학과 4 5 2 4 3 2

문예창작학과 5 10 22

사회
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10 10 3 3

4

14 8

5 3

5

61경제학과 5 5 3 2 14 5 5

정치외교학과 10 10 3 14 8 5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4 5 3
2

6 5
2 2

3
13

아동학과 4 5 3 6 5 3

디지털미디어학과 5 5 3 2 2 6 5 1 1 4 14

경영

경영학과 18 10 5 5

7

14 12

5 3

7

115국제통상학과 9 10 3 3 14 8 5

경영정보학과 5 5 3 2 6 5 3

법과 법학과 9 10 3 2 14 8 2 1 5 23

전공자유학부(인문) 13 8 76

융합전공학부(인문) 7 8 36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5 10 6 5 14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5
2

6 4
2 2 2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5 6 4

미래
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7 11

사회복지학과 10 20

부동산학과 10 20

법무행정학과 6 16

심리치료학과 6 20

미래융합경영학과 3 37

멀티디자인학과 2 23

인 문 캠 퍼 스  계 160 145 57 17 44 147 29 184 142 26 19 74 0 10 0 173 22 0 270 14 0

※ 교육부 정원 인가 조정 및 학부(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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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용인) 

단과
대학

모집단위

수  시
정  시

가 나 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 수능
실기/
실적

수능
실기/
실적

학교장
추천

교과
면접

고른
기회

특성화
고교

성인
학습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특수
교육
대상자

명지
인재
면접

명지
인재
서류

크리
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학생

실기
우수자

특기자 일반 일반 실기
실기
우수자

일반 실기
실기
우수자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정원내 정원외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정원내

자연
과학

수학과 4 5 3

5

6 5

6 5

2

42

물리학과 4 5 3 6 5 2

화학과 4 5 3 6 5 2

식품영양학과 5 5 3 6 5 2

생명과학정보학과 7 5 3 14 5 2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8 5 3 2
2

14 5
4 2

2
70

전자공학과 12 10 3 2 14 5 2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7 5 3 2 14 5

4 3

2

52신소재공학과 7 5 3 2 14 5 2

환경에너지공학과 8 10 3 2 14 5 2

컴퓨터공학과 13 10 3 2 3 14 10 2 1 2 49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8 5 3 2 14 5
2 2

2
37

교통공학과 6 5 3 2 1 6 5 2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0 10 3 2 14 5
4 2

2
57

산업경영공학과 8 10 3 2 2 14 5 2

융합공학부 4 6 13

반도체공학과 5 5 6 5 9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3 10 3 2 2 14 12 2 1 2 42

예술
체육

디자인
학부

시각디자인전공 23

산업디자인전공 23

영상디자인전공 12 11

패션디자인전공 16 7

스포츠
학부

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8 41

스포츠
지도학
전공
[야]

축구(남) 8

농구(남) 6

배구(남) 5

테니스(남/여) 6

골프 3

바둑학과 10 4 9

예술
학부

피아노전공 15 8

성악전공(남/여) 6 17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7 7

영화전공 10 10

뮤지컬공연전공 18 4 8

건축 건축
학부

건축학전공 8 10
2

9 6
2 12

15

전통건축전공 2 5 5 3

공간디자인전공 3 5 6 3

국제학부 1

자 연 캠 퍼 스  계 146 156 48 22 0 0 17 210 112 26 16 32 139 25 329 64 36 17 0 41 32

총  계 306 301 105 39 44 147 46 394 254 52 35 106 139 35 329 237 58 17 270 55 32

※ 교육부 정원 인가 조정 및 학부(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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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입학원서 접수 주요사항 

  • 접수기간: 2022. 9. 13.(화) 10:00 ~ 9. 17.(토)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배너 클릭

    ※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형료 및 환불 안내> (p.70) 참조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 ➜ 원서접수 대행기관

▪ 접수마감일은 많은 지원자가 몰려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

▪ 접수 마감기한까지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보호자 등 타인 명의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접수대학 리스트 중

[명지대학교] 선택
▪ 명지대학교 선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모집요강 및 원서 접수 

유의사항 숙지
▪ 입학원서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지원내용 및 지원자 

정보 입력(사진첨부)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명, 모집단위 등 정확히 기입

▪ 누락 또는 표기의 잘못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g, gif)로 업로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입력 내용 확인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 및 모집단위 변경, 원서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 불가



전형료 결제

▪ 원서접수(전형료 납부) 마감일: 2022. 9. 17.(토) 18:00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 완료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수험표 출력 ▪ 면접 및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우편발송

(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2. 9. 13.(화) ~ 9. 19.(월)(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 후 부착]

▪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


제출서류 도착여부 확인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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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입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모집단위 변경, 전형 및 지원자격 변경, 전형료 환불 등은 일절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지원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미신청으로 인해 입학원서와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입학원서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발급)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므로 원서접수 전 사진파일(jpg, gif)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제출 시에는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겉봉투에 부착한 후, “제출서류”를 

출력한 “입학원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의 도착여부는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기일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시행하며, 다음의 원서접수 업체가 대행합니다. 만약 접수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원서접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접수업체 안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전화 1544-7715

  • 모든 서류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 합니다.

   

· 본 요강에 안내된 전형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요강에 안내된 신입학 전형운영 및 평가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고사 등 참석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

· 본 요강의 내용은 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전형 간 복수지원 허용 

• 수시모집 지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본교 수시모집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학교장

추천

특성화

고교

교과

면접

고른

기회

성인

학습자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특수

교육

대상자

명지

인재

면접

명지

인재

서류

크리

스천

리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학생

실기

우수자
특기자

전형 간 복수지원
중복지원 가능 (최대 6회)

  ※ 단, 면접 또는 실기고사 일자가 동일한 전형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http://ipsi.mju.ac.kr
http://www.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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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문서등록 방법: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에 접속하여 “수시합격자 문서등록” 배너 클릭

※ 위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고사장 안내,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에 공지

구분 전형명 일정 비고

원서접수 • 전체 전형 2022. 9. 13.(화) 10:00 ~ 9. 17.(토) 18:00 인터넷 접수

자기소개서 
입력

•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
•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2022. 9. 13.(화) 10:00 ~ 9. 19.(월) 18:00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서류제출 • 전체 전형 2022. 9. 13.(화) ~ 9. 19.(월)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학교장추천서
입력(체크)기간 •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2022. 9. 19.(월) 9:00 ~ 9. 23.(금) 18:00

1단계 
합격자 발표
(고사장발표)

• 학생부교과(교과면접)
• 학생부교과(고른기회)
•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2022. 10. 14.(금) 15:00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2022. 11. 18.(금) 15:00

실기고사 
고사장발표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  디자인학부
- 예술학부(피아노,성악,뮤지컬(보컬/댄스))

2022. 9. 23.(금) 15:00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축구,농구,배구
- 예술학부(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2022. 10. 7.(금) 15:00

면접평가

• 학생부교과(교과면접)
[인문캠퍼스] 2022. 10. 22.(토)
[자연캠퍼스] 2022. 10. 23.(일)

일자, 입실시간, 
고사장, 캠퍼스 

혼동 등으로 
인한 지각 및 

결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2022. 10. 29.(토)

• 학생부교과(고른기회)
•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2022. 10. 30.(일) 

•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2022. 11. 25.(금)

•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인문캠퍼스] 2022. 11. 26.(토)
[자연캠퍼스] 2022. 11. 27.(일)

실기고사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2022. 10. 1.(토)

산업디자인 2022. 10. 2.(일)

영상디자인 2022. 10. 4.(화)

패션디자인 2022. 10. 3.(월)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

축구 2022. 10. 15.(토) ~ 16.(일)

농구 2022. 10. 15.(토)

배구 2022. 10. 16.(일)

예술학부

피아노 2022. 10. 8.(토) ~ 9.(일)

성악 2022. 10. 15.(토) ~ 16.(일)
아트앤

멀티미디어작곡 2022. 10. 10.(월)

뮤지컬(보컬) 2022. 10. 1.(토) ~ 3.(월)

뮤지컬(댄스) 2022. 10. 8.(토) ~ 9.(일)

합격자발표

•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
• 학생부교과(교과면접)
• 학생부교과(고른기회)
•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2022. 11. 24.(목) 15:00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 
•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2022. 12. 8.(목) 15:00

• 실기/실적(실기우수자)
•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2022. 11. 24.(목) 15:00

합격자 등록 • 전체 전형 2022. 12. 16.(금) 10:00 ~ 12. 19.(월) 15:00 문서등록*

충원합격자 
발표/등록 • 전체 전형 p.11 참조

등록금 납부 • 전체 전형 2023. 2. 7.(화) 10:00 ~ 2. 9.(목) 16:00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 11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는 전형별 발표일정(p.10 참조)에 따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합격여부 확인은 합격자 발표일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

  1. 등록방법: 문서등록 후 등록금 납부(최종등록) 

*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 예정

    

문서등록 등록금납부

  기간: 2022. 12. 16.(금) 10:00 ~ 12. 19.(월) 15:00

  방법: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등록

  기간: 2023. 2. 7.(화) 10:00 ~ 2. 9.(목) 16:00

  금액: 등록금고지서 출력시 확인

  2.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문서등록 후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합니다.

  3.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인터넷으로만 교부합니다(합격자 본인 직접 출력).

  4. 문서등록 후 등록금을 납부(최종등록)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금 납부 시 전액 장학생(등록금 “0원”)이더라도 등록금고지서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최종등록하여야 

합니다.

  6.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시기 바랍

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 

  1.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관련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발표차수 발표 일정(안) 등록 일정(안) 발표 방법

1차 충원 2022. 12. 20.(화) 10:00 2022. 12. 20.(화) 10:00 ~ 22.(목) 15:00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개별통보하지 않음)

2차 충원 2022. 12. 22.(목) 17:00 2022. 12. 22.(목) 17:00 ~ 23.(금) 15:00

3차 충원 2022. 12. 23.(금) 17:00 2022. 12. 23.(금) 17:00 ~ 25.(일) 10:00

4차 충원 2022. 12. 25.(일) 13:00 2022. 12. 25.(일) 13:00 ~ 26.(월) 10:00
전화 개별통보

5차 충원 2022. 12. 26.(월) 13:00 ~ 18:00 2022. 12. 26.(월) 13:00 ~ 27.(화) 15:00

  2.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 시에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개별통보 하지 않음),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전화 개별통보 시에는 입학원서에 입력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로 인하여 합격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3회 이상 수신 불가) 차순위자를 충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입력한 전화, 휴대전화 등이 변경된 경우 “입학원서 개인정보 정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미등록 충원방법 

  1. 수시모집 모든 전형의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충원 

선발합니다.

  2.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일부전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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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복수지원 관련 사항

  1.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전형 포함)은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합니다. 

  3.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됩니다.

  4. 수시모집 전형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등록 관련 사항

  1. 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문서등록과 최종등록(등록금 납부)을 해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합격자는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 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3. 수시모집에서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발표한 충원합격도 포함)한     

  자는 반드시 1개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42조의2에 의거, 합격자의 등록마감 후 입학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우리 대학 유의사항 

▒ 복수지원 관련 사항

  1. 우리 대학교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형별로 모집단위는 1개만 선택할 수 있으며,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 중복시 복수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전형 및 등록 관련 사항

  1. 전형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보하지 않고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대학입학 전형결과 성적이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 없이 입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출 이후 변경사항은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제출서류 위변조, 자기소개서 대필 및 허위작성,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7. 이의신청은 해당사유(합격, 불합격, 전형고사 등) 발생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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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면접평가/실기고사 전 예비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학교 위치,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고사일에 응시하지 못한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9. 면접평가/실기고사 평가 시 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는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고사 당일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면접평가/실기고사 응시대상자 중 고사진행에 있어 특별한 별도 관리(도움)가 필요한 지원자는 원서접수 전  

  입학처로 연락하여 고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면접과정의 녹화 및 녹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유의사항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14.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p.23 상단),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전형)(p.27 중앙), 학생부교과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p.31 하단),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p.50 하단) 최종등록자가 입학 후 지원  

 자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5.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온라인제공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대상교 출신 지원자의 경우, 우리 대학교에 입학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 지원자 및 온라인제공 비동의자의 경우, 원서접수    

  완료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지원한 전형별 제출서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정고시 성적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사전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제공 동의를 신청하여   

  “제출동의 확인번호”를 발급 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동의 확인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고졸 검정고시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온라인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2014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원서접수 완료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지원한 전형별 제출서류와 함께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자 처리 방침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입학)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입학)이 취소된 자는, 합격(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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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06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4

자연과학

수학과

자연

4

중어중문학과 5 물리학과 4

일어일문학과 5 화학과 4

영어영문학과 9 식품영양학과 5

아랍지역학과 4 생명과학정보학과 7

인문학부

사학과 4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8

문헌정보학과 4 전자공학과 12

미술사학과 4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7

철학과 4 신소재공학과 7

문예창작학과 5 환경에너지공학과 8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10 컴퓨터공학과 13

경제학과 5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8

정치외교학과 10 교통공학과 6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4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0

아동학과 4 산업경영공학과 8

디지털미디어학과 5 융합공학부* 4

경영

경영학과 18 반도체공학과 5

국제통상학과 9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3

경영정보학과 5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8

법과 법학과 9 전통건축전공 2

전공자유학부(인문)* 13 공간디자인전공 인문 3

융합전공학부(인문)* 7 소계 146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5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소계 160

* 전공자유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단, 디지털미디어학과 13명, 경영학과 24명 

  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ICT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선택대상에서 제외)

* 융합전공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단,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영학과 12명까지만 선택이 가능

하며(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함(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학년 진급 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름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2.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고, 학업역량과 인성이  

     타의 모범이 되어 소속(졸업)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는 재학 중(또는 졸업한)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원서접수 요망

     ※ 고교별 추천인원: 20명

     ※ 지원불가 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고, 일반고(종합고) 전문계반, 대안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일반고 위탁교육 출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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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최저/최고점 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0/1,000점 1,000점 없음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장 추천서

온라인 입력(체크)

 ▪ 추천서 제출(입력)기간: 2022. 9. 19.(월) 9:00 ~ 9. 23.(금) 18:00 

 ▪ 추천방식: 고교별 담당교사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에 대한 추천여부를 체크

 ▪ 담당교사 지정 및 등록: 고교별 1명의 학교장추천전형 담당교사를 지정 후 지정  

 된 교사에 한하여 학교장추천서 접수 시스템에 접근 가능함

   ※ 담당교사 검증 방법: 나이스(NEIS) 교원인사정보 실시간 연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교 소속 교사 검증 후 담당교사로 등록 가능

 ▪ 추천방법: 별도의 추천서류(양식) 작성은 없으며, 담당교사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소속 학교 검색 후 각 대학별로 지원한 학생의 명단리스트를 열람   

 하여 추천/비추천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추진 

   (※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지원자 중 학교장 추천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를 결격처리(합격취소)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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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
(1,0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4 4.25 1023.04 1016.03 1020.50 2.69 2.91 3.25

중어중문학과 5 4.20 1033.74 1006.57 997.46 2.19 3.23 3.94

일어일문학과 5 5.00 1029.33 1019.20 1017.17 2.44 2.80 3.31

영어영문학과 9 5.89 1040.74 1029.81 1025.47 2.06 2.37 2.75

아랍지역학과 4 4.25 1034.83 1010.96 1030.50 2.19 2.98 5.00

인문
학부

사학과 4 3.75 1036.00 1030.55 1028.05 1.94 2.14 2.25

문헌정보학과 4 5.75 1043.38 1030.77 1029.61 1.88 2.27 2.50

미술사학과 4 3.25 1022.83 991.23 966.61 2.50 3.63 4.56

철학과 4 3.75 1036.91 1034.24 1034.72 2.19 2.25 2.38

문예창작학과 5 10.80 1036.00 1031.64 1030.63 1.75 2.24 2.56

사회
과학

행정학과 9 5.11 1045.31 1031.93 1035.50 1.44 2.20 3.50

경제학과 7 5.86 1042.33 1037.87 1037.00 1.63 1.99 2.63

정치외교학과 9 9.56 1040.31 1037.15 1034.67 1.81 2.17 2.50

디지털미디어학과 5 8.00 1046.32 1039.96 1038.07 1.50 1.79 2.19

아동학과 4 4.50 1037.11 1009.76 992.00 2.06 3.09 4.31

청소년지도학과 4 4.00 1041.32 948.64 902.63 1.81 4.11 5.38

경영

경영학과 18 9.11 1044.39 1040.27 1039.09 1.63 1.87 2.13

국제통상학과 9 6.33 1043.00 1035.77 1032.86 1.88 2.07 2.31

경영정보학과 5 9.40 1041.17 1037.62 1036.50 1.81 2.06 2.25

법과 법학과 9 4.22 1037.78 1018.35 1009.06 1.69 2.74 3.75

전공자유학부(인문) 13 5.23 1039.73 1033.80 1029.61 1.69 2.23 2.75

융합전공학부(인문) 7 4.57 1038.09 1031.73 1029.25 1.94 2.29 2.56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5 9.00 1038.65 1034.71 1030.92 1.38 2.06 2.44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7.00 1039.85 1037.88 1038.65 1.81 1.92 2.19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5.00 1042.61 1035.27 1033.41 1.63 2.06 2.31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4 4.00 1040.66 1015.46 1029.50 1.88 2.59 4.06

물리학과 4 7.50 1025.44 1024.62 1024.17 2.50 2.65 2.81

화학과 4 6.75 1040.19 1034.49 1032.78 2.00 2.20 2.44

식품영양학과 5 4.40 1037.60 1023.49 1019.70 2.06 2.50 3.00

생명과학정보학과 7 3.57 1030.58 977.95 986.31 2.31 3.81 5.75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7 4.00 1026.33 980.24 989.83 2.31 3.62 5.88

전자공학과 11 4.45 1044.07 1030.77 1026.10 1.38 2.28 2.75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6 4.00 1038.73 1021.92 1015.94 1.94 2.68 3.50

신소재공학과 6 4.33 1028.56 1007.67 994.79 2.25 3.27 4.00

환경에너지공학과 8 3.88 1043.17 1026.23 1028.33 1.81 2.50 3.63

컴퓨터공학과 13 7.62 1043.94 1038.24 1036.25 1.44 1.89 2.25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7 3.71 1032.41 1012.75 1000.61 2.31 2.99 3.63

교통공학과 5 6.60 1025.07 1022.68 1021.20 2.56 2.68 2.75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0 3.50 1042.64 998.10 985.41 1.69 3.47 4.88

산업경영공학과 8 3.75 1025.50 1000.69 989.16 2.69 3.51 4.25

융합공학부 4 3.00 1017.45 996.76 996.46 2.94 3.59 4.31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3 5.62 1038.17 1033.17 1031.01 2.06 2.30 2.50

건축 건축
학부

건축학전공 8 8.25 1031.33 1026.59 1022.93 1.69 2.43 2.88

전통건축전공 2 5.50 1029.17 1027.62 1026.06 2.56 2.63 2.69

공간디자인전공 인문 3 6.67 1023.19 1022.37 1021.56 2.19 2.2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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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01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5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5

자연과학

수학과

자연

5

중어중문학과 5 물리학과 5

일어일문학과 5 화학과 5

영어영문학과 10 식품영양학과 5

아랍지역학과 5 생명과학정보학과 5

인문학부

사학과 5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5

문헌정보학과 5 전자공학과 10

미술사학과 5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5

철학과 5 신소재공학과 5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10 환경에너지공학과 10

경제학과 5 컴퓨터공학과 10

정치외교학과 10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5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5 교통공학과 5

아동학과 5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0

디지털미디어학과 5 산업경영공학과 10

경영

경영학과 10 반도체공학과 5

국제통상학과 10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0

경영정보학과 5
예술체육

바둑학과
예체능

10

법과 법학과 10 예술학부 영화전공 10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10

건축

건축학전공
자연

10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5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5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5 공간디자인전공 인문 5

소계 145 국제학부* 자연 1

소계 156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 국제학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수업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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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면접기초자료: A4용지 1장 분량(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내용

 ▪ 인성  35%
- 협업능력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 소통능력

 ▪ 전공적합성 35%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 면접기초자료 안내 참조(p.69)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해당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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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 예체능: 국어, 영어)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최저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7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5 8.00 3.06 720.78 716.59 714.00 2.00 2.40 2.63

중어중문학과 5 8.00 3.44 718.01 710.99 707.17 2.00 2.46 3.06

일어일문학과 5 10.40 3.56 714.00 712.75 711.27 2.00 2.24 2.94

영어영문학과 10 10.50 2.88 722.58 717.55 714.00 2.00 2.26 2.88

아랍지역학과 5 7.40 3.31 716.86 714.34 714.00 2.00 2.44 2.94

인문
학부

사학과 5 9.60 2.75 722.17 717.80 714.00 2.00 2.24 2.50

문헌정보학과 5 7.60 3.00 725.70 716.75 714.00 2.00 2.49 3.00

미술사학과 5 7.20 4.00 715.58 707.32 700.00 1.81 2.41 3.00

철학과 5 9.00 2.81 718.10 714.12 714.00 2.00 2.18 2.63

사회
과학

행정학과 10 8.40 2.88 722.75 719.27 716.12 2.00 2.38 2.56

경제학과 5 10.20 3.19 727.35 725.01 723.31 2.13 2.34 2.44

정치외교학과 10 8.70 2.94 725.64 718.53 718.01 2.25 2.59 2.88

디지털미디어학과 5 19.20 2.69 726.74 721.75 719.90 2.00 2.26 2.50

아동학과 5 8.00 3.13 717.27 714.70 714.00 2.00 2.34 2.63

청소년지도학과 5 12.00 2.75 718.61 716.46 714.00 2.00 2.35 2.75

경영

경영학과 10 16.50 2.69 726.57 721.41 720.55 1.94 2.36 2.56

국제통상학과 10 14.80 3.13 724.37 717.17 714.91 2.00 2.45 3.00

경영정보학과 5 12.60 2.94 720.21 716.40 714.91 2.00 2.49 2.69

법과 법학과 10 9.60 2.75 723.85 719.88 718.43 1.88 2.42 2.63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10 10.20 3.19 714.00 713.05 712.95 2.00 2.45 3.19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5 10.60 3.06 719.75 714.92 714.00 2.00 2.33 3.06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5 8.40 3.25 722.75 718.29 714.00 2.00 2.28 2.50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5 5.80 4.25 713.03 702.40 695.83 2.94 3.41 3.88

물리학과 5 4.60 5.19 714.00 710.99 710.90 2.69 2.98 3.38

화학과 5 8.60 3.81 722.60 717.44 715.40 2.31 2.64 2.88

식품영양학과 5 8.40 3.50 721.82 714.63 710.50 2.00 2.43 2.94

생명과학정보학과 5 8.40 3.06 722.02 717.01 714.00 2.00 2.31 2.69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5 16.20 3.06 718.34 712.91 710.50 2.00 2.60 3.06

전자공학과 10 12.20 2.94 726.95 718.66 715.52 1.94 2.63 2.94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5 6.00 3.44 722.64 719.43 719.34 2.31 2.53 2.88

신소재공학과 5 6.00 4.88 721.97 718.10 715.98 2.13 2.53 2.94

환경에너지공학과 10 7.00 3.13 724.26 714.15 711.55 2.25 2.71 3.06

컴퓨터공학과 10 11.00 2.88 724.45 718.83 717.37 2.00 2.38 2.81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5 9.80 3.44 717.92 708.83 705.25 2.50 2.96 3.44

교통공학과 5 13.40 3.50 706.07 705.00 704.58 3.25 3.28 3.38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0 6.90 3.38 719.02 714.30 712.02 2.56 2.88 3.38

산업경영공학과 10 8.50 3.38 717.73 711.99 710.50 2.25 2.94 3.19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0 9.50 3.31 719.92 714.09 713.77 2.25 2.80 3.13

예술체
육

바둑학과
예체능

10 3.20 7.75 702.63 663.54 658.00 1.50 3.86 5.13

예술학부 영화전공 10 13.30 2.50 707.14 703.52 703.50 1.75 2.06 2.50

건축 건축
학부

건축학전공
자연

5 13.80 2.88 724.87 720.00 718.88 2.00 2.18 2.56

전통건축전공 4 7.75 3.06 714.00 713.69 714.00 2.00 2.23 2.94

공간디자인전공 인문 5 13.60 3.31 728.11 716.38 710.50 1.81 2.41 3.31

국제학부 자연 1 6.00 4.64 674.29 674.29 67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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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05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3

자연과학

수학과

자연

3

중어중문학과 3 물리학과 3

일어일문학과 3 화학과 3

영어영문학과 3 식품영양학과 3

아랍지역학과 3 생명과학정보학과 3

인문학부

사학과 3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3

문헌정보학과 3 전자공학과 3

미술사학과 2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3

철학과 2 신소재공학과 3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3 환경에너지공학과 3

경제학과 3 컴퓨터공학과 3

정치외교학과 3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3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3 교통공학과 3

아동학과 3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3

디지털미디어학과 3 산업경영공학과 3

경영

경영학과 5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3

국제통상학과 3 소계 48

경영정보학과 3

법과 법학과 3

소계 57

2.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 자격기준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기회균형 자격기준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농어촌학생 자격기준 해당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지원불가 대상: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유형1]「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일까지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유형2]「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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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5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면접기초자료: A4용지 1장 분량(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내용

 ▪ 인성  35%
- 협업능력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 소통능력

 ▪ 전공적합성 35%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 면접기초자료 안내 참조(p.69)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전

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해

당

자

국

가

보

훈

지원자격

증빙서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발행[2022. 9. 1. 이후 발급분]

해당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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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

당

자

기

회

균

형

지원

자격

증빙

서류

(택1)

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가 수급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지원자가 수급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 증명서상 수급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동거인 기재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재혼시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발급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농

어

촌

학

생

[유형1]

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별첨]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기관(초 · 중 · 고),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neis.go.kr)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표초본 
 ▪ 부, 모, 지원자 본인 기준 각 1부(주소변동 이력사항 모두 기재)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지원자격 특이자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부모 이혼
기본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부 또는 모 기준)

부 또는 모 사망
사망자의 제적 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이후 사망)

[유형2]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별첨]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기관(초 · 중 · 고),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neis.go.kr) 

   발급 가능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표초본
 ▪ 지원자 본인 기준(주소변동 이력사항 모두 기재)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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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등록자 필수 추가제출서류 ▣

 [농어촌학생]: 최종등록자는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 고교에 재학(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일 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서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

           [유형1]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유형2]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증명서 발급 기준일: 졸업일 이후

▪ 제출기한: 2023. 3. 3.(금)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7.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최저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7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3 7.33 5.63 711.46 706.04 701.75 2.75 2.98 3.19

중어중문학과 3 11.67 3.75 710.74 706.70 700.11 3.00 3.27 3.56

일어일문학과 3 10.00 3.94 711.08 702.16 692.70 3.06 3.52 3.94

영어영문학과 3 9.00 3.44 719.37 713.18 707.00 2.38 2.44 2.50

아랍지역학과 3 6.00 4.81 702.45 694.32 687.50 3.25 3.60 4.13

인문
학부

사학과 3 7.33 3.63 709.80 708.13 705.13 3.06 3.10 3.19

문헌정보학과 3 8.67 3.38 714.00 712.04 708.13 2.00 2.29 2.88

미술사학과 2 11.50 3.94 704.95 700.05 695.14 3.44 3.56 3.69

철학과 2 7.00 4.50 710.50 703.92 697.35 2.25 2.84 3.44

사회
과학

행정학과 3 8.67 3.38 723.01 714.13 708.28 2.38 2.96 3.38

경제학과 3 11.00 3.44 719.31 710.82 704.59 2.56 3.08 3.38

정치외교학과 3 7.67 3.69 715.28 712.92 709.27 2.63 2.92 3.13

디지털미디어학과 3 11.67 2.88 721.69 719.70 716.29 2.38 2.44 2.56

아동학과 3 10.00 3.44 719.85 714.43 710.12 2.63 2.85 3.00

청소년지도학과 3 7.00 6.06 715.52 711.95 709.60 1.94 2.63 3.13

경영

경영학과 5 11.20 3.00 717.13 713.96 713.55 2.06 2.61 3.00

국제통상학과 3 8.33 3.81 711.74 710.43 708.89 2.88 2.96 3.00

경영정보학과 3 8.33 4.00 713.76 702.65 692.44 2.75 3.29 4.00

법과 법학과 3 9.00 3.31 719.67 712.87 707.74 2.69 2.98 3.19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3 3.33 5.25 712.51 703.41 693.88 3.06 3.21 3.44

물리학과 3 5.00 7.38 647.45 642.86 634.43 4.94 5.10 5.44

화학과 3 4.67 4.31 706.05 703.18 699.53 3.25 3.40 3.69

식품영양학과 3 9.67 3.94 699.89 696.23 692.30 3.00 3.48 3.81

생명과학정보학과 3 7.00 3.75 718.29 709.23 704.10 2.50 3.06 3.44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3 8.67 4.25 700.41 697.38 693.89 3.56 3.73 3.94

전자공학과 3 8.00 3.81 712.74 710.23 707.46 2.25 2.77 3.06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3 4.67 4.81 716.22 704.71 686.15 2.88 3.31 4.13

신소재공학과 3 6.00 3.94 703.14 697.82 692.77 3.31 3.63 3.94

환경에너지공학과 3 6.00 3.94 711.80 703.56 693.23 2.94 3.42 3.88

컴퓨터공학과 3 11.00 3.56 720.32 711.74 704.39 2.14 2.28 2.44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3 7.33 4.88 694.16 692.63 690.47 3.81 3.90 3.94

교통공학과 3 7.00 4.69 687.47 680.11 671.18 4.13 4.40 4.69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3 5.00 7.50 719.86 691.62 658.60 2.56 3.75 4.88

산업경영공학과 3 7.67 4.38 689.37 685.32 683.16 4.00 4.19 4.38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3 8.00 3.94 709.67 701.86 689.50 3.19 3.2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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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9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인문

3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자연

2

경제학과 2 전자공학과 2

디지털미디어학과 2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2

경영

경영학과 5 신소재공학과 2

국제통상학과 3 환경에너지공학과 2

경영정보학과 2 컴퓨터공학과 2

소계 17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교통공학과 2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2

산업경영공학과 2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소계 22

2. 지원자격

  • 2018년 1월 이후, 국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규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

    출신자

※ 동일계열 지원자

   - 해당 교육청에 등록된 고교의 기준학과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일치하는 자

   -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다른 경우에는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

   - 일반고 전문계반 출신자 지원가능

※ 확인사항

   1) 2개 이상의 특성화고교에 재학한 경우 기준학과는 최종고교 출신학과의 기준학과로 적용함

   2) 특성화고교 입학시점 유예기간: 고교 입학년도 3월 31일까지(전출․입 처리기간 고려)

※ 지원불가 대상자

   1)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생

   2) 특성화고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3) 특성화ㆍ종합고등학교의 보통(인문계)과정 이수자

   4)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 출신자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6)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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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명 – 2021년 고교 졸업자 ~ 2023년 졸업 예정자(現 고3)

모집단위 지원가능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 모집단위 관련 전문교과(군)

행정학과
경제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인쇄∙출판과, 해양레저과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정보∙통신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사회복지과, 

문화콘텐츠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해양레저과
경영∙금융, 정보∙통신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섬유과, 

전기과, 전자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식품가공과,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항해과, 기관과

건설, 기계, 재료, 

화학공업,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환경∙안전, 선박운항

※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명 – 2020년 졸업자까지 

모집단위 계열 지원가능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

행정학과

농생명산업 환경·관광농업과

공업 디자인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수산식품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항해과, 해양레저산업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해양환경과

가사실업 관광과, 복지서비스과

경제학과

농생명산업 농산물유통정보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공업 디자인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수산해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항만물류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디지털미디어학과

공업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생명산업 농산물유통정보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공업 디자인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수산해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항만물류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화학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생명공학기술과, 식품가공과, 식품자원과, 

조경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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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최저/최고점 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0/1,000점 1,000점 없음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모집단위 계열 지원가능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명

신소재공학과

농생명산업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생명공학기술과, 식물자원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동력기계과, 자영수산과, 전자통신과, 항해과, 해양정보과, 해양환경과

컴퓨터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물유통정보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토목환경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토목과, 산림자원과, 식물자원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수산양식과

교통공학과

농생명산업 식물자원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자영수산과, 전자통신과, 항해과, 해양생산과, 해양정보과, 해양환경과

기계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조경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정보처리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산업경영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업기계과, 동물자원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수산해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정보통신공학과

농생명산업 농산물유통정보과

공업

건축과, 기계과, 금속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섬유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상업정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수산해운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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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 최종등록자 필수 추가제출서류 ▣

  최종등록자는 특성화고교를 졸업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서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만 해당)

▪ 증명서 발급 기준일: 졸업일 이후

▪ 제출기한: 2023. 3. 3.(금)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7.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전과목 성적 반영(전문교과 포함)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1,0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사회
과학

행정학과

인문

3 17.33 1054.33 1054.10 1053.87 2.50 2.51 2.52

경제학과 2 17.00 1052.60 1051.81 1051.01 2.56 2.65 2.73

디지털미디어학과 2 37.50 1053.52 1053.45 1053.38 2.37 2.39 2.42

경영

경영학과 5 28.80 1055.90 1055.31 1054.87 2.25 2.40 2.49

국제통상학과 3 14.33 1054.39 1052.94 1051.76 2.44 2.55 2.60

경영정보학과 2 19.50 1054.87 1054.37 1053.87 2.36 2.51 2.65

자연
(용인)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자연

2 27.00 1052.67 1051.63 1050.60 2.31 2.49 2.67

전자공학과 2 17.00 1054.07 1051.53 1049.00 2.22 2.43 2.64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2 19.00 1052.00 1050.80 1049.60 2.62 2.73 2.84

신소재공학과 2 9.50 1052.60 1051.35 1050.10 2.50 2.58 2.66

환경에너지공학과 2 8.50 1051.73 1049.73 1047.73 2.54 2.58 2.62

컴퓨터공학과 2 33.50 1052.87 1052.87 1052.87 2.42 2.42 2.42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18.50 1055.60 1053.63 1051.67 2.21 2.33 2.45

교통공학과 2 10.00 1052.27 1052.23 1052.20 2.38 2.40 2.42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2 21.50 1057.21 1054.75 1052.30 2.46 2.46 2.47

산업경영공학과 2 9.00 1046.27 1046.27 1046.27 2.85 2.85 2.85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16.00 1051.55 1051.42 1051.29 2.60 2.6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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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4명

인문캠퍼스(서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미래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인문

7

사회복지학과 10

부동산학과 10

법무행정학과 6

심리치료학과 6

미래융합경영학과 3

멀티디자인학과 2

소계 44

* 창의융합인재학부 입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중 1개 학과를 선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당   

     학년도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1993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5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면접기초자료: A4용지 1장 분량(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내용

 ▪ 인성  35%
- 협업능력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 소통능력

 ▪ 전공적합성 35%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 면접기초자료 안내 참조(p.69)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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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주민등록표초본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해당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해외고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7. 기타 안내사항
   • 수업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수업 및 온라인 강좌 병행

   •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 및 전과는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가능

   • 장학혜택

구분 장학혜택

성인학습자

등록금의 30%

 - 졸업 시(8개 학기)까지 동일하게 지속

 - 단,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학점당 등록자는 장학혜택에서    

    제외됨

   • 학사 관련 문의처: 미래융합대학 교학팀(T. 02-300-1563~4, 1572~3)

8.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최저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7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미래
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인문

7 4.00 8.50 628.65 541.32 511.00 2.44 3.55 5.50

사회복지학과 10 2.90 8.50 706.14 620.95 576.06 1.31 2.43 4.19

부동산학과 11 4.09 8.94 729.05 620.95 594.69 1.00 2.45 3.63

법무행정학과 6 2.67 8.25 598.79 563.09 565.72 2.81 3.35 4.38

심리치료학과 6 3.00 8.00 660.14 587.40 573.21 2.00 2.83 4.07

미래융합경영학과 3 4.33 7.75 546.00 514.14 486.81 3.50 4.00 4.38

멀티디자인학과 2 1.50 4.38 565.78 497.75 429.72 3.31 3.85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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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47명

인문캠퍼스(서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인원

미래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인문

11

사회복지학과 20

부동산학과 20

법무행정학과 16

심리치료학과 20

미래융합경영학과 37

멀티디자인학과 23

소계 147

* 창의융합인재학부 입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중 1개 학과를 선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다음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2) 근무 경력3)이 3년 이상인 재직자 

 1)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산업체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외)

 3) 재직기간 산정

   - 2023년 3월 1일 기준,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1개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중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함 

   - 군 의무복무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5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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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면접기초자료: A4용지 1장 분량(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내용

 ▪ 인성  35%
- 협업능력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 소통능력

 ▪ 전공적합성 35%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 면접기초자료 안내 참조(p.69)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 현 직장에 한함 [2022. 9. 1. 이후 발급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c.or.kr)[2022. 9. 1. 이후 발급분]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의무복무기간 포함 대상자(병역사실기재)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 최종등록자 필수 추가제출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최종등록자는 2023. 3. 1.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상실시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제출

▪ 증명서 발급 기준일: 2023. 3. 1.(수) 이후

▪ 제출기한: 2023. 3. 3.(금)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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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안내사항

   • 수업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수업 및 온라인 강좌 병행

   •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등) 및 전과는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가능

   • 장학혜택

구분 장학혜택

특성화고등졸재직자

등록금의 50%

 - 졸업 시(8개 학기)까지 동일하게 지속

 - 단, 산업체에 재직 중(매학기 재직증명서 제출・확인)이어야 하고,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함

   • 학사 관련 문의처: 미래융합대학 교학팀(T. 02-300-1563~4, 1572~3)

8.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최저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7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미래
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인문

11 7.45 5.20 700.58 659.32 655.60 2.44 3.97 5.13

사회복지학과 20 3.65 8.31 689.23 621.07 593.43 3.00 4.69 6.81

부동산학과 20 5.00 7.50 715.23 689.01 679.82 1.44 3.03 4.53

법무행정학과 16 3.88 8.33 717.57 669.65 645.51 1.75 3.59 5.00

심리치료학과 20 4.00 8.00 702.02 670.63 654.79 2.63 3.73 5.31

미래융합경영학과 37 8.73 4.81 711.81 674.41 667.27 1.27 3.68 4.81

멀티디자인학과 23 7.61 5.38 707.83 657.17 636.99 2.00 4.04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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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6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계열

모집

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6 자연과학

수학과

자연

5

중어중문학과 물리학과

일어일문학과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랍지역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인문학부

사학과

4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2
문헌정보학과 전자공학과

미술사학과 컴퓨터공학과 3

철학과 토목교통공학부 교통공학과 1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4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2

경제학과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정치외교학과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2

전통건축전공

아동학과 소계 17

디지털미디어학과 2

경영

경영학과

7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2

ICT융합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자연 2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소계 29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 단과대학 또는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해당 모집단위의 학과(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학과(전공)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선택 기준에 따름)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학생부(교과)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5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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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3명)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내용

 ▪ 인성  35%
- 협업능력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 소통능력

 ▪ 전공적합성 35%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자)

 ▪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 발행[2022. 9. 1. 이후 발급분]

   ※ 상이등급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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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

인원
경쟁률

1단계

합격자

학생부

(등급)

최저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7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6 4.00 6.56 685.20 655.71 646.19 4.00 4.66 5.44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인문
학부

사학과

4 5.00 8.31 714.00 695.56 695.02 2.00 2.81 4.44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사회
과학

행정학과

8 6.13 6.31 700.02 662.25 658.36 2.63 4.39 5.69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경영

경영학과

7 3.57 6.63 695.55 674.00 664.32 3.69 4.29 4.81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2 5.50 5.81 702.91 690.00 677.10 3.31 3.78 4.25

ICT
융합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자연 2 5.00 5.93 685.33 668.49 651.66 4.25 4.63 5.0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5 2.60 8.50 665.41 396.98 128.55 4.88 6.69 8.50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2 3.00 4.69 698.25 687.36 676.47 3.00 3.41 3.81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3 3.67 8.79 710.50 679.68 650.64 2.25 3.94 5.19

토목
교통

공학부
교통공학과 1 2.00 5.56 614.83 614.83 614.83 5.56 5.56 5.56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2 2.00 7.86 666.61 666.61 666.61 4.81 4.81 4.81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2.00 6.81 686.00 680.38 674.76 3.50 4.06 4.63

건축
건축
학부

건축학전공
2 2.00 5.79 686.00 682.39 678.77 3.50 4.00 4.50

전통건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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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94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6

자연과학

수학과 6

중어중문학과 6 물리학과 6

일어일문학과 6 화학과 6

영어영문학과 14 식품영양학과 6

아랍지역학과 6 생명과학정보학과 14

인문학부

사학과 6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14

문헌정보학과 6 전자공학과 14

미술사학과 4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14

철학과 4 신소재공학과 14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14 환경에너지공학과 14

경제학과 14 컴퓨터공학과 14

정치외교학과 14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14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6 교통공학과 6

아동학과 6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4

디지털미디어학과 6 산업경영공학과 14

경영

경영학과 14 반도체공학과 6

국제통상학과 14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4

경영정보학과 6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9

법과 법학과 14 전통건축전공 5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6 공간디자인전공 6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6 소계 21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6

소계 184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서류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4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 서류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2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학업역량 20%  - 계열학업성취도, 학업태도

 ▪ 전공적합성 30%  - 전공관련 교과 이수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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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명) 

면접시간  ▪ 10분~15분 내외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3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전공적합성 40% - 학업역량, 전공적성

 ▪ 의사소통능력 30% - 논리성, 전달능력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pp.66~68)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해당자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수상경력을 미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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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입시결과
※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전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저 표준편차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6 9.17 2.85 3.65 5.06 5.97 1.06

중어중문학과 6 17.17 3.10 5.28 6.54 6.56 1.50

일어일문학과 6 25.17 3.53 4.78 5.43 7.01 1.20

영어영문학과 14 11.21 2.71 3.54 3.31 5.43 0.78

아랍지역학과 6 8.33 2.84 4.62 5.43 5.56 0.93

인문
학부

사학과 6 22.67 2.59 2.89 3.13 3.20 0.24

문헌정보학과 6 12.17 2.72 3.24 3.75 3.77 0.39

미술사학과 4 8.25 2.94 3.49 3.84 3.86 0.39

철학과 4 12.00 3.09 3.80 4.20 4.29 0.48

사회
과학

행정학과 14 11.50 2.94 3.32 3.48 3.62 0.21

경제학과 14 11.57 3.08 3.66 3.65 5.01 0.42

정치외교학과 14 8.93 2.63 3.18 3.26 5.35 0.68

디지털미디어학과 6 28.17 2.88 3.02 3.15 3.26 0.14

아동학과 6 14.17 3.13 3.51 3.66 3.93 0.25

청소년지도학과 6 25.83 3.06 3.49 3.45 4.76 0.58

경영

경영학과 14 17.86 2.81 3.11 3.23 3.32 0.14

국제통상학과 14 9.29 3.09 4.15 4.64 5.56 0.83

경영정보학과 6 17.50 3.28 3.65 3.93 4.08 0.28

법과 법학과 14 9.86 2.68 3.18 3.37 3.56 0.30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6 21.67 3.06 4.15 4.62 5.77 0.87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6 11.17 3.11 3.24 3.35 3.39 0.1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6 9.17 2.92 3.69 4.43 4.45 0.65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6 9.00 3.12 3.23 3.28 3.31 0.07

물리학과 6 7.00 3.08 4.01 4.33 4.44 0.45

화학과 6 9.83 3.12 3.38 3.52 3.57 0.15

식품영양학과 6 12.83 3.60 3.76 3.78 4.18 0.20

생명과학정보학과 14 19.86 2.90 3.24 3.33 3.59 0.22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14 7.14 3.09 3.95 4.12 4.85 0.53

전자공학과 14 8.57 3.00 3.41 3.45 4.01 0.25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14 9.57 2.80 3.35 3.43 4.23 0.43

신소재공학과 14 10.64 2.70 3.36 3.49 4.20 0.35

환경에너지공학과 14 12.07 2.92 3.39 3.60 3.97 0.30

컴퓨터공학과 14 18.21 2.70 3.60 3.59 4.57 0.49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14 10.79 3.57 4.23 4.35 5.19 0.42

교통공학과 6 8.17 4.05 4.25 4.33 4.67 0.21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14 11.14 3.07 3.46 3.57 4.01 0.24

산업경영공학과 14 6.86 3.40 3.90 3.92 5.39 0.46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4 9.64 3.36 3.89 4.04 4.39 0.25

건축
건축
학부

건축학전공 14 13.07 2.88 3.34 3.59 3.73 0.28

전통건축전공 6 11.50 3.57 3.80 3.93 4.14 0.20

공간디자인전공 인문 6 34.00 3.23 3.57 3.72 4.02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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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54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5

자연과학

수학과 5

중어중문학과 5 물리학과 5

일어일문학과 5 화학과 5

영어영문학과 8 식품영양학과 5

아랍지역학과 5 생명과학정보학과 5

인문학부

사학과 5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5

문헌정보학과 5 전자공학과 5

미술사학과 3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5

철학과 3 신소재공학과 5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8 환경에너지공학과 5

경제학과 5 컴퓨터공학과 10

정치외교학과 8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5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5 교통공학과 5

아동학과 5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5

디지털미디어학과 5 산업경영공학과 5

경영

경영학과 12 융합공학부* 6

국제통상학과 8 반도체공학과 5

경영정보학과 5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2

법과 법학과 8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6

전공자유학부(인문)* 8 전통건축전공 3

융합전공학부(인문)* 8 소계 112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5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소계 142

* 전공자유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단, 디지털미디어학과 13명, 경영학과 24명 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ICT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선택대상에서 제외)

* 융합전공학부(인문):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단,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영학과 12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함(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과대학 융합공학부: 2학년 진급 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름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서류 최저/최고점 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0/1,000점 1,000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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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2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학업역량 30%  - 계열학업성취도, 학업태도

 ▪ 전공적합성 30%  - 전공관련 교과 이수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발전가능성 20%  -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pp.66~68)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우편 및 방문제출 없음)

 ▪ 학생부종합전형 유의사항 참조(p.67~68) 

해당자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서류평가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합격(입학)을 취소함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수상경력을 미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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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7. 전년도 입시결과
※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전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저 표준편차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5 9.60 2.74 3.00 3.41 3.41 0.30

중어중문학과 5 14.40 3.36 4.31 4.22 6.26 1.03

일어일문학과 5 20.00 3.40 4.16 4.29 5.75 0.85

영어영문학과 8 11.88 2.57 3.21 3.11 5.34 0.84

아랍지역학과 5 7.20 3.40 4.02 3.69 5.96 0.98

인문
학부

사학과 5 16.20 2.68 3.05 3.07 3.63 0.32

문헌정보학과 5 14.60 2.60 2.88 3.09 3.09 0.20

미술사학과 3 8.33 2.54 2.92 3.30 3.30 0.38

철학과 3 9.00 2.32 2.97 3.30 3.30 0.46

사회
과학

행정학과 8 12.75 2.58 2.90 3.04 3.27 0.24

경제학과 6 12.17 2.86 3.49 3.19 5.53 0.92

정치외교학과 8 8.00 2.87 3.08 3.11 3.30 0.14

디지털미디어학과 5 25.40 2.24 2.55 2.70 2.90 0.24

아동학과 5 10.20 2.67 2.94 3.14 3.34 0.26

청소년지도학과 5 16.00 2.80 3.36 3.62 3.66 0.31

경영

경영학과 12 16.92 2.40 2.77 2.90 3.18 0.24

국제통상학과 8 10.13 2.66 2.97 3.07 3.23 0.18

경영정보학과 5 11.80 2.72 3.19 3.33 3.62 0.31

법과 법학과 8 11.00 2.53 3.06 3.18 3.82 0.35

전공자유학부(인문) 12 9.08 2.50 3.08 3.25 3.41 0.26

융합전공학부(인문) 12 9.50 2.76 3.12 3.26 3.84 0.37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자연

5 20.00 2.71 2.95 3.03 3.19 0.16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9.50 2.90 3.16 3.13 3.70 0.32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8.00 3.22 3.69 3.74 4.07 0.30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5 6.20 2.96 3.51 3.74 3.79 0.33

물리학과 5 5.00 3.88 4.28 4.28 4.80 0.30

화학과 5 8.60 2.94 3.12 3.12 3.50 0.20

식품영양학과 5 11.60 3.07 3.49 3.70 3.77 0.25

생명과학정보학과 6 17.50 2.61 2.91 3.10 3.19 0.23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6 6.50 3.25 3.96 4.23 4.65 0.43

전자공학과 6 8.50 3.11 3.64 3.84 3.85 0.25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6 8.67 2.52 2.99 3.07 3.21 0.22

신소재공학과 6 9.00 3.16 3.50 3.67 3.68 0.18

환경에너지공학과 6 11.67 2.98 3.22 3.46 3.56 0.22

컴퓨터공학과 12 15.92 2.50 3.14 3.38 3.73 0.37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6 9.00 3.96 4.24 4.36 4.72 0.25

교통공학과 5 5.60 3.63 3.88 4.05 4.13 0.21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6 9.33 2.80 3.28 3.47 3.63 0.31

산업경영공학과 6 6.00 2.95 3.86 4.21 5.10 0.78

융합공학부 12 6.25 3.20 3.85 4.02 5.19 0.49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2 8.08 2.98 3.52 3.89 4.01 0.36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6 15.00 2.55 2.98 3.15 3.17 0.21

전통건축전공 3 10.67 3.44 3.61 3.81 3.81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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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2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5 자연과학

수학과

6

중어중문학과 물리학과

일어일문학과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랍지역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인문학부

사학과

4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4

문헌정보학과 전자공학과

미술사학과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4철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5

환경에너지공학과

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 2

정치외교학과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2

교통공학과

아동학과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4

디지털미디어학과 1 산업경영공학과

경영

경영학과

5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국제통상학과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경영정보학과 전통건축전공

법과 법학과 2 소계 26

ICT융합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2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소계 26

*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5년제 과정임(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은 KAAB 인증)

※ 단과대학 또는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학과 또는 세부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단, 학과(전공) 선택 시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름)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우리 대학교 설립정신에 부합되는 순수복음주의 교회에서 세(침)례를 받은 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한국교회연합(CCIK), 한국장로교총연합회(CPCK) 회원교단 목회자가 확인한 자

      ※ 단, 위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 범위는 지원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함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서류 면접 최저/최고점 총점 선발배수 수능최저학력기준

1단계 100% - 0/1,000점 1,000점 4배수
없음

2단계 70% 30% 0/1,000점 1,000점 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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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2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학업역량 20%  - 계열학업성취도, 학업태도

 ▪ 전공적합성 30%  - 전공관련 교과 이수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 면접평가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면접위원 2명) 

면접시간  ▪ 10분~15분 내외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3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전공적합성 40% - 학업역량, 전공적성

 ▪ 의사소통능력 30% - 논리성, 전달능력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pp.66~68)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수상경력을 미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목회자 확인서[별첨]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입교(세례)증명 내용 작성 필수

 ▪ 목회자: 지원자와 동일 교회 또는 동일 고교 소속의 목사, 전도사, 강도사

 ▪ 컴퓨터 및 수기 작성 모두 가능

 ▪ 고등학교 또는 교회 직인 필수 [2022. 9. 1. 이후 발급분]

해당자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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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7. 기타 안내사항

   • 본 전형 입학생은 교목실의 문화선교사역팀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와 채플 등의 활동에 참여

하여야 함

8. 전년도 입시결과
※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전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저 표준편차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5 12.00 3.83 5.11 5.92 7.15 1.26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인문
학부

사학과

4 11.50 2.64 3.23 3.37 3.91 0.47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사회
과학

행정학과

8 15.63 2.83 3.28 3.43 3.79 0.33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경영

경영학과

5 15.80 2.61 3.28 3.49 3.80 0.39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2 7.50 3.78 3.78 3.78 3.78 0.00

ICT
융합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자연 2 8.00 3.53 3.83 4.12 4.12 0.3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6 8.67 2.97 3.54 3.85 4.40 0.49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4 6.50 3.20 3.36 3.39 3.52 0.12

전자공학과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4 8.00 2.96 3.52 3.73 3.98 0.38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2 9.00 3.78 3.92 4.05 4.05 0.14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11.00 4.61 4.90 5.19 5.19 0.29

교통공학과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4 4.25 3.69 3.81 3.89 3.97 0.12

산업경영공학과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7.50 4.18 4.31 4.44 4.44 0.13

건축 건축
학부

건축학전공
2 9.00 3.21 3.97 4.72 4.72 0.76

전통건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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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5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5 자연과학

수학과

5

중어중문학과 물리학과

일어일문학과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랍지역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인문학부

사학과

4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2

문헌정보학과 전자공학과

미술사학과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3철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3

환경에너지공학과

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 1

정치외교학과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2

교통공학과

아동학과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2

디지털미디어학과 1 산업경영공학과

경영

경영학과

3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

국제통상학과 소계 16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1

소계 19

※ 단과대학 또는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학과 또는 세부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단, 학과(전공) 선택 시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름)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15년 이상 재직 중(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인 직업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의 자녀

     -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의사상자 및 그의 자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 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서류 최저/최고점 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0/1,000점 1,000점 없음   

  • 서류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2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학업역량 30%  - 계열학업성취도, 학업태도

 ▪ 전공적합성 30%  - 전공관련 교과 이수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발전가능성 20%  -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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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서류평가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합격(입학)을 취소함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수상경력을 미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전

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우편 및 방문제출 없음)

 ▪ 학생부종합전형 유의사항 참조(p.67~68) 

해

당

자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직업군인 및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복무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 소속기관 발급,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총 복무(재직)기간 명시[2022. 9. 1. 이후 발급분]

다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 재혼가정의 경우 부와 모 기준 각 1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기본증명서에 외국인 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제적등본 제출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의사상자 및 

그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의사상자증명서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기본증명서(상세)
 ▪ 지원자 본인의 출생장소 포함(제3국 출생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미만 시 지원 불가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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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7. 전년도 입시결과
※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전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저 표준편차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5 24.60 3.20 3.44 3.63 3.75 0.21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인문
학부

사학과

4 13.75 3.05 3.43 3.49 3.88 0.30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사회
과학

행정학과

6 31.67 2.73 3.16 3.32 3.39 0.21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경영

경영학과

3 34.67 3.00 3.37 3.61 3.61 0.27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1 16.00 3.52 3.52 3.52 3.52 0.00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5 12.40 3.36 3.56 3.66 3.93 0.21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2 18.00 3.64 3.68 3.71 3.71 0.04

전자공학과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3 14.67 3.07 3.12 3.20 3.20 0.06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 22.00 3.64 3.64 3.64 3.64 0.00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11.50 2.53 3.21 3.88 3.88 0.68

교통공학과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2 21.50 3.14 3.24 3.33 3.33 0.10

산업경영공학과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1 15.00 3.99 3.99 3.99 3.9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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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06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3

자연과학

수학과 2

중어중문학과 3 물리학과 2

일어일문학과 3 화학과 2

영어영문학과 5 식품영양학과 2

아랍지역학과 3 생명과학정보학과 2

인문학부

사학과 3

공과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2

문헌정보학과 3 전자공학과 2

미술사학과 2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2

철학과 2 신소재공학과 2

사회과학

미래사회
인재학부

행정학과 5 환경에너지공학과 2

경제학과 5 컴퓨터공학과 2

정치외교학과 5 토목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청소년지도학과 3 교통공학과 2

아동학과 3 기계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2

디지털미디어학과 4 산업경영공학과 2

경영

경영학과 7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국제통상학과 5 소계 32

경영정보학과 3

법과 법학과 5

ICT융합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2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소계 74

 * 융합소프트웨어학부: 2학년 진급 시 세부전공(응용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유형1]「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유형2]「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확인사항

   1) 농어촌지역의 적용은 지원자의 재학기간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졸업 이후 또는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3)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동일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4)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함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인정함

   6) 직권(또는 신고)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불가 대상자

   1) [유형1]의 경우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시까지 부ㆍ모ㆍ본인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출ㆍ입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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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서류 최저/최고점 총점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100% 0/1,000점 1,000점 없음

   • 서류평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20%  - 성실성, 공동체의식

 ▪ 학업역량 30%  - 계열학업성취도, 학업태도

 ▪ 전공적합성 30%  - 전공관련 교과 이수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발전가능성 20%  -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pp.66~68)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2) [유형2]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시까지 본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출ㆍ입한 사실이 있는 자

   3)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부를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한 자([유형2]의 경우 초등학교 포함)

   4)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5) 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유형1]

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우편 및 방문제출 없음)

 ▪ 학생부종합전형 유의사항 참조(p.67~68)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별첨]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학교장 직인 날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기관(초 · 중 · 고),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neis.go.kr)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표초본 
 ▪ 부, 모, 지원자 본인 기준 각 1부(주소변동 이력사항 모두 기재)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해당자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지원자격 특이자 추가 

서류
 

부모 이혼
기본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혼인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부 또는 모 사망
사망자의 제적 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이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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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서류평가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합격(입학)을 취소함

※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 최종등록자 필수 추가제출서류 ▣

  최종등록자는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 고교에 재학(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일 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서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

           [유형1]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유형2]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증명서 발급 기준일: 졸업일 이후

▪ 제출기한: 2023. 3. 3.(금)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유형2]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우편 및 방문제출 없음)

 ▪ 학생부종합전형 유의사항 참조(p.67~68)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별첨]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학교장 직인 날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교육기관(초 · 중 · 고),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neis.go.kr) 

   발급 가능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표초본
 ▪ 지원자 본인 기준(주소변동 이력사항 모두 기재)

 ▪ 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2022. 9. 1. 이후 발급분]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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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년도 입시결과
※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계열별 반영교과(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 자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내 전과목 성적 반영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교과

반영

계열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저 표준편차

인문
(서울)

인문

어문
학부

국어국문학과

인문

3 5.67 3.32 3.41 3.55 3.55 0.10

중어중문학과 3 6.67 3.26 3.76 4.28 4.28 0.42

일어일문학과 3 7.00 3.48 3.75 3.92 3.92 0.19

영어영문학과 5 4.80 2.48 3.35 3.49 4.31 0.59

아랍지역학과 3 2.67 4.33 4.43 4.58 4.58 0.11

인문
학부

사학과 3 6.33 2.93 3.15 3.55 3.55 0.29

문헌정보학과 3 5.00 3.08 3.40 3.89 3.89 0.35

미술사학과 2 4.00 3.34 3.50 3.66 3.66 0.16

철학과 2 5.50 3.31 3.61 3.90 3.90 0.30

사회
과학

행정학과 5 4.00 3.34 3.73 3.74 4.64 0.48

경제학과 5 7.80 3.09 3.26 3.29 3.45 0.12

정치외교학과 5 4.80 2.91 3.73 4.03 4.92 0.69

디지털미디어학과 4 10.00 2.55 2.79 2.84 3.18 0.25

아동학과 3 5.67 3.10 3.31 3.47 3.47 0.15

청소년지도학과 3 4.33 3.29 3.40 3.62 3.62 0.16

경영

경영학과 7 9.00 2.45 2.89 2.98 3.55 0.34

국제통상학과 5 4.60 2.89 3.40 3.46 3.80 0.29

경영정보학과 3 4.33 3.01 3.40 3.61 3.61 0.28

법과 법학과 5 6.80 3.02 3.35 3.55 3.63 0.23

ICT
융합

융합소프트
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자연 2 6.00 3.59 3.69 3.79 3.79 0.1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자연
(용인)

자연
과학

수학과

자연

2 5.00 3.33 3.40 3.47 3.47 0.07

물리학과 2 3.50 4.14 4.14 4.14 4.14 0.00

화학과 2 7.00 3.93 4.09 4.24 4.24 0.16

식품영양학과 2 5.50 3.14 3.86 4.57 4.57 0.72

생명과학정보학과 2 7.00 3.18 3.45 3.72 3.72 0.27

공과

전기
전자

공학부

전기공학과 2 5.50 4.18 4.30 4.41 4.41 0.12

전자공학과 2 5.00 4.87 4.87 4.87 4.87 0.00

화공
신소재
환경

공학부

화학공학과 2 9.50 3.02 3.12 3.21 3.21 0.10

신소재공학과 2 7.00 2.79 3.01 3.23 3.23 0.22

환경에너지공학과 2 7.50 3.98 4.09 4.20 4.20 0.11

컴퓨터공학과 2 15.00 3.70 3.70 3.70 3.70 0.00

토목
교통

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2 6.00 3.51 3.84 4.16 4.16 0.33

교통공학과 2 2.50 3.71 4.15 4.58 4.58 0.44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2 13.00 3.07 3.53 3.98 3.98 0.46

산업경영공학과 2 4.00 3.89 4.10 4.30 4.30 0.21

ICT
융합 정보통신공학과 2 5.50 3.34 3.63 3.91 3.9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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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39명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예술체육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23

산업디자인전공 23

영상디자인전공 12

패션디자인전공 16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

축구(남)

수비수 3

미드필더 2

공격수 2

골키퍼 1

농구(남)

가드 2

포워드 2

센터 2

배구(남) 공격수 5

예술학부

피아노전공 15

성악전공(남) 3

성악전공(여) 3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전공 7

뮤지컬공연전공
보컬 10

댄스 8

소계 139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야간강좌 개설학부(과)임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단계 실기 학생부(교과) 출결
총점

(최저/최고점)
선발배수

수능최저

학력기준

일괄합산 70% 20% 10%
1,000점

(0/1,000점)
1배수 없음

※ 학생부(교과), 출결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p.61~62)

  • 실기고사  

모집단위 실기고사 내용 비고

디자인

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 기초디자인 (3절지, 240분)

 - 기초 조형능력 평가를 위한 문제 주제의 해석과 그 표현

 - 입체적 첨가 형식을 제외한 표현 가능한 모든 재료 허용

  

스포츠

학부

(스포츠

지도학

전공)

축구

 ▪ 체력: 1,200m기록 측정 (200점)

 ▪ 경기력: 포지션별 11대11경기를 통하여 지원한 포지션별로 배정 후,  

   축구에 필요한 모든 요소 측정 (25분이내) (500점)

농구
 ▪ 기초능력: 제자리 멀리뛰기 (200점)

 ▪ 경기력: 5대5 실전평가 (5분 이내) (500점)

배구
 ▪ 기초능력: 제자리 멀리뛰기 (200점)

 ▪ 경기력: 6대6 실전평가 (15점씩 2세트) (5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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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고사 내용은 코로나19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 평가항목의 배점: 축구(체력: 1,200m), 농구 및 배구(기초능력: 제자리 멀리뛰기)

   ※ 순위에 의한 상대평가를 하여 등급별로 점수로 부여한 후, 200점 만점으로 환산

   ※ 등급별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동점으로 인하여 초과할 경우 상위 등급을 적용

 

등급 성적비율 점수 등급 성적비율 점수

1등급 상위 5% 미만 100 7등급 상위 70% 이상  80% 미만 50

2등급 상위 5% 이상  10% 미만 95 8등급 상위 80% 이상  90% 미만 35

3등급 상위 10% 이상  20% 미만 90 9등급 상위 90% 이상  95% 미만 20

4등급 상위 20% 이상  30% 미만 80 10등급 상위 95% 이상 5

5등급 상위 30% 이상  50% 미만 70 11등급 실격 0

6등급 상위 50% 이상  70% 미만 60 - - -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모집단위 실기고사 내용 비고

예술학부

피아노전공
 ▪ Etude(연습곡) 또는 Etude에 준하는 곡 1곡 

 ▪ 자유곡 1곡(단, 소나타일 경우 느린 악장 제외) 

성악전공

 ▪ 이태리 가곡 또는 Opera Aria(Concerto Aria 포함) 1곡

 ▪ 독일 가곡 또는 Opera Aria(Concerto Aria 포함) 1곡

 ※ Opera Aria(Concerto Aria 포함)를 연주할 경우 원조로 연주

    하여야 하며, Opera Aria와 언어가 다른 가곡 1곡을 반드시 

    연주하여야 함

 ▪ 반주자 동반

아트앤
멀티미디어
작곡전공

 ▪ 작곡: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 곡(화성분석)(500점)

 ▪ 피아노: 자유곡 1곡(당일 곡명 제출, 자작곡 불가) (200점)
 ▪ 작곡 실기고사 시간: 180분

뮤지컬공연전공

-보컬

 ▪ 노래: 뮤지컬 넘버 중 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특기(연기 또는 안무 등) 

   ※ 지정곡

여자

① 뮤지컬 ‘스웨그 에이지’ 중 ‘나의 길’

   - 47마디 MR시작(전주 2마디)

   - 49마디 노래시작( ‘발걸음’ 부터 끝까지)

②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중 ‘God Don’t Make No Trash’

   - 12마디 MR시작(전주 2마디)

   - 14마디 노래시작( ‘하나님께선’부터 36마디 ‘자유’ 까지)

③ 뮤지컬 ‘디어 에반 한센’ 중 ‘Requiem’ 

   - 54마디 MR시작(전주 2마디)

   - 56마디 노래시작( ‘난 슬픈 척’ 부터 79마디 ‘괴물 이었어’ 까지)

남자

① 뮤지컬 ‘미녀와 야수’ 중 ‘Evermore’

   - 49마디 MR시작(전주 2마디)

   - 51마디 노래시작( ‘항상’ 부터 끝까지)  

② 뮤지컬 ‘킹키부츠’ 중 ‘Land of Lola’

   - 41마디 MR시작(전주 3마디)

   - 44마디 노래시작( ‘센스도’ 부터 끝까지)

③ 뮤지컬 ‘뉴시즈’ 중 ‘Santa fe’

   - 47마디 MR시작(전주 4마디)

   - 51마디 노래시작( ‘이렇게’ 부터 100마디 ‘갈거야’ 까지)

  

 ▪ 색조화장 금지

 ▪ 굽높이 신발 금지

 ▪ 노래 반주곡(MR)은 USB에  

 확장자를 .mp3로 저장하여  

 고사당일 제출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CD 등 사용불가)

 ▪ [보컬]지정곡 MR 

 - 고사당일 학교에서 제공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자료실의 MR 참조)

 - 키 변경 불가

 - 한글 가사로 불러야 함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자료실의 악보 참조)

 ▪ 제출한 MR이 재생불가시  

 무반주로 고사 진행

뮤지컬공연전공

-댄스

 ▪ 노래: 뮤지컬 넘버 중 자유곡 1곡 

 ▪ 댄스: 자유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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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학교장 직인 날인)

해당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입학원서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7. 전년도 입시결과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계열별 반영교과(예체능: 국어, 영어) 내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

※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300점 만점): 교과(200점) + 출결(100점)

캠퍼스

(소재지)

단과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최종등록자 학생부 환산점수
(300점 만점) 최종등록자 학생부 등급

최고 평균 70% cut 최고 평균 최저

자연
(용인)

예술

체육

디자인

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5 40.27 299.00 284.29 279.80 2.50 4.48 5.75

산업디자인전공 15 32.80 291.29 286.70 285.63 3.63 4.48 5.50

영상디자인전공 12 20.67 301.00 286.93 283.00 2.00 4.02 5.75

패션디자인전공 13 25.77 298.15 286.92 284.66 2.25 3.90 5.00

스포츠

학부

축구(남)

수비수 3 33.67 271.66 255.67 227.51 4.75 5.39 6.67

미드필더 3 27.67 286.70 283.92 280.82 3.75 4.21 5.13

공격수 2 31.00 274.12 252.16 230.21 5.38 6.06 6.75

농구(남)

가드 1 15.00 289.41 289.41 289.41 4.38 4.38 4.38

포워드 2 11.00 185.46 178.87 172.28 7.50 7.69 7.88

센터 2 4.50 259.00 189.56 120.13 6.00 7.38 8.75

배구(남)

공격수 4 5.50 227.33 191.71 180.23 6.75 7.50 8.13

세터 1 6.00 142.20 142.20 142.20 8.38 8.38 8.38

리베로 1 9.00 246.12 246.12 246.12 6.38 6.38 6.38

예술

학부

피아노전공 10 18.20 294.83 277.42 279.44 3.38 4.86 6.75

성악전공(남) 3 13.00 293.12 277.57 256.50 3.88 4.75 6.00

성악전공(여) 3 16.00 295.05 280.84 255.15 3.50 4.42 6.00

아트앤멀티미미어작곡전공 6 11.00 299.00 282.81 286.38 2.50 4.18 6.50

뮤지컬공연
전공

보컬 10 40.90 285.50 259.25 261.91 3.88 5.50 7.38

댄스 8 16.75 295.65 269.75 254.13 3.13 5.11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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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실적(특기자전형-문학/체육/바둑/뮤지컬)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5명

인문캠퍼스(서울)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문예창작학과 10

예술체육

스포츠학부

(체육학,

스포츠산업학전공)

수영(경영) 3

소계 10 스키 2

빙상(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1

빙상(피겨) 2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

테니스(남) 4

테니스(여) 2

골프 3

바둑학과 4

예술학부(뮤지컬공연전공) 4

소계 25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야간강좌 개설학부(과)임

                                                                   

2. 지원자격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특기자-문학 문예창작학과

• 2018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또는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세부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2020. 3. 1. ~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운문

    (시, 시조), 산문(소설, 희곡, 시나리오) 부문 상위 3위 이내 입상자

  -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문예지 등단자

특기자-체육

스포츠학부

(체육학,

스포츠산업학전공)

• 2018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또는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세부 지원자격 모두에 해당되는 자

  - 모집종목별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연맹/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

  - 2020. 3. 1. ~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모집종목

    관련 실적 보유자 또는 2020. 3. 1.~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국가대표, 국가 대표    

 후보, 청소년대표 경력 보유자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학전공)

• 2018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또는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

  - 테니스: 모집종목별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연맹/협회)에 테니스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2020. 3. 1. ~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

    실적 보유자

  - 골프: 모집종목별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연맹/협회)에 골프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2020. 3. 1. ~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 실적

    (단체전 제외)보유자

특기자-바둑 바둑학과

• 2018년 1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또는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세부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2020. 3. 1. ~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의 4강 이내   

 입상자

  - 한국기원연구생으로 1년 이상(지역연구생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한국기원프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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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모집단위별) 인정대회 ▣

   1) 특기자 - 문학

인정대회

 1. 국내 4년제 대학 주최(총장배) 전국 문예백일장대회

 2. 주요 언론기관 글짓기대회

 3. 전국고교생백일장(한국작가회의)

 4. 대산청소년문학상(대산문화재단)

 5. 세종날기념 글짓기대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6.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강원일보사/만해사상실천선양회)

 7. 전국만해백일장(대한불교청년회)

 8. 마로니에 전국청소년 백일장(한국문인협회)

 9. 개천예술제 전국학생백일장(진주문인협회)

 10. 새얼 전국학생백일장(새얼문화재단)

 11. 전국김소월백일장(새한국문학회)

 12. 박재삼문학제 청소년문학상

 13. 전국지용백일장(옥천군)

 14. 구상한강백일장

 15. 김달진청소년시문학상

 16. 다형김현승전국학생문예공모

 17. 전국청소년호수예술제(시민신문사)

 18. 김유정백일장(강원도민일보)

 19. 세종청소년시나리오창작대회(세종대학교)

 20. 김우진전국백일장(목포시)

 21. 목월백일장(한국문인협회경주지부)

 22. 혜산박두진전국백일장

 23. 윤동주백일장(연세대윤동주기념사업회)

 24. 황순원백일장(경희대황순원기념사업회)

 25. 전태일백일장(전태일추모사업회)

 26. 국내전문대학주최전국문예백일장대회

 27. 김수영청소년문학상(경향신문)

 28. 이병기청년시문학상(전북대학교)

 29.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전북대학교)

인정문예지

  1. 문학사상사

  2. 현대문학

  3. 창작과 비평

  4. 문학동네

  5. 문학과 사회

  6. 실천문학

  7. 세계의 문학

  8. 자음과 모음 

  9. 현대시학

  10. 현대시

※ 대회명칭이 변경된 경우 인정대회로 간주

   2) 특기자 - 체육

   • 스포츠학부(체육학, 스포츠산업학전공) - 수영(경영), 스키,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빙상(피겨)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 테니스, 골프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특기자-뮤지컬
예술학부

(뮤지컬공연전공)

•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   

  학기 이상 있는 자 또는 2018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위에 해당되면서 아래 세부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2020. 3. 1. ~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국내/외 고등학교장 추천자

인정대회 미인정대회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인정하는 모든 대회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전 포함)

• 국내대회: 국내 친선경기 및 수준별 대회(연령별, 학년별, 수준별), 

지방단위 또는 지역예선 대회

• 국제대회: 국제친선, 교환경기,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가 참여 

하지 않는 대회, 일반인이 예선 혹은 선발전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대회, 8개국 미만이 참가한 대회

인정대회(테니스) 인정대회(골프)

• 명지대학교 총장배 대회(8강 이내)

• 협회 및 산하연맹대회(8강 이내)

• I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5개국 이상)

• 명지대학교 총장배 골프대회 10위 이내

•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대회 개인전 10위 이내

• 한국 중․고 골프연맹이 주관(주최) 하는 대회 개인전 10위 이내

• KPGA 및 KLPG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본선성적 10위 이내

•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대회 개인전 10위 이내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 57 -

   3) 특기자-바둑

※ 대회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학생부문이 신설된 경우 인정대회로 간주함

   4) 특기자 - 뮤지컬 

No 인정대회 주최 자격 비고

1 전국중고생 바둑왕전 한국중고바둑연맹 최강부 국내

2 이창호배 전국바둑대회 전주시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3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중국기원 최강부 국제

4 인천시장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인천시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5 유럽바둑콩글레스 유럽바둑협회 최강부 국제

6 미국바둑콩글레스 미국바둑협회 최강부 국제

7 세계청소년바둑대축제 (사)대한바둑협회 최강부 국제

8 노사초배 바둑대회 (사)대한바둑협회 최강부/중고등부 국내

9 농심 새우깡배 여류국수전 (사)대한바둑협회 최강부 여성

10 여성연맹회장배 바둑대회 한국여성바둑연맹 최강부 여성

11 전국체육대회 (사)대한바둑협회 최강부/학생부 국내

12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사)대한바둑협회 최강부 국제

13 문경새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문경시 바둑협회 최강부/중고등부 국내

14 학초배 경남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15 미추홀배 인천시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16 덕영배 대왕전 대구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17 아마국수전 (사)대한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18 조남철배 (사)대한바둑협회 중고등부 국내

19 명지대학교 총장배 바둑대회 명지대학교 고등부 국내

20 한국중고바둑연맹 회장배 한국중고바둑연맹 고등부 국내

21 아마추어오픈 프로기전 (재)한국기원 프로통합 예선 프로기전

22 수원시장배 바둑대축제 수원시 최강부 국내

23 영일만사랑배 전국바둑대회 포항시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제주도 바둑협회 최강부 국내

2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학생바둑대회 (사)대한바둑협회 중고등부 국내

26 용인시장배 용인시 중고등부 국내

27 광주광역시장배 광주광역시 중고등부 국내

28 각 시도 교육감배 바둑대회(1회만 인정) 시도 교육청 최강부 국내

No 인정대회 등 주최 입상실적 비고

1 전국청소년연극제 대산문화재단 최우수연기상(대산문화재단이사장상)

2 전국연극제 한국연극협회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3 동아연극상 동아일보사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4 KBS 연기대상(드라마 부문) KBS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조연상
신인연기상

5 MBC 방송연기대상(드라마 부문) MBC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신인상 

6 SBS 연기대상(드라마 부문) SBS
대상, 최우수상, 조연상, 드라마
스페셜·특별기획·연속극 부문 수상자

7
공중파 TV 드라마
[연속극·미니시리즈·시트콤·특집극·코미디]

KBS·MBC·SBS ‘주연’ 15회 이상 출연자

8

국내영화제(연기부문)
[대종상, 청룡, 대한민국영화대상, 영화평론가
협회상, 아시아태평양, 부산국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전주국제 등의 (장편)영화제 또는 백
상예술대상]

주연상, 조연상, 최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9

국제영화제(연기부문)
[아카데미, 칸느, 베니스, 베를린, 로카르노, 
몬트리올, 동경, 낭트, 선댄스, 벤쿠버 등의 
(장편)영화제]

주연상, 조연상, 최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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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문에서 단체상과 아역상 제외

※ 대회명칭이 변경된 경우 인정대회로 간주함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전형명 모집단위 단계
학생부

(교과)
출결 실적 서류 면접

총점

(최저/최고점)
선발배수

수능최저

학력기준

특기자-문학/ 

바둑/뮤지컬

문예창작학과
바둑학과
예술학부

(뮤지컬공연전공)

1단계 - - - 100% -
1,000점

(0/1,000점)
4배수

없음2단계 - - - 70% 30%
1,000점

(0/1,000점)
1배수

특기자-체육 스포츠학부 일괄합산 20% 10% 50% - 20%
1,000점

(0/1,000점)
1배수

※ 학생부(교과), 출결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참조(p.62~63)

  • 서류평가

     - 특기자 – 문학/바둑/뮤지컬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평가항목

 ▪ 인성 20%
 -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세

 -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 학업역량 20%
 - 학업태도의 성실성

 - 학업적 노력정도 및 성취 수준

 ▪ 전공적합성 30%  - 지원 분야 관련 활동의 내용과 성취수준

 ▪ 발전가능성 30%  -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노력수준

  • 면접평가

     - 특기자 – 문학/체육/바둑/뮤지컬

구 분 내   용

면접방법  ▪ 개별면접(문학/바둑/뮤지컬: 면접위원 2~3명, 체육: 면접위원 3명) 

면접자료

 ▪ 면접기초자료 작성(20분)

- 면접기초자료: A4용지 1장 분량(2~3문항)의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이며, 평가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문항 예시

 ① 지원자의 특기와 관련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와 이를 위해 했던 노력을 서술하시오.

 ② 대학에 입학하여 지원자의 특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서술하시오.

No 인정대회 등 주최 입상실적 비고

10 한국뮤지컬대상 스포츠조선 주연상, 조연상, 신인상, 인기스타상 

11 KBS 가요대상 KBS 대상, 올해의 가수상

12 MBC 가요대제전 MBC 대상, 본상

13 SBS 가요대전 SBS 대상, 본상 

14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3위 이내 입상자

15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SBS 3위 이내 입상자

16 The Musical Awards 한국뮤지컬협회 주연상, 조연상, 신인상

17 공중파 TV가요프로그램 KBS·MBC·SBS 동일 방송사 ‘1위’ 5회 이상 수상자

18 연예·예술분야 각종 세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국제기능올림
픽대회, 

국제마술대회, 
b-boy·girl 
관련 대회 

제외

19
국내 4년제 대학교 또는 각 시ㆍ도 개최 
연극, 무용, 뮤지컬 콩쿨

국내 4년제 
대학교

(총장 및 학장)
각 시ㆍ도

수상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전문대학 
제외

20 음반 발표한 가수 활동자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 59 -

  • 실적평가(특기자-체육)

 - 스포츠학부(체육학, 스포츠산업학전공) - 수영(경영), 스키,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빙상(피겨)

     ※ 종목별 대회의 개인전 입상실적 중 상위 배점 5개의 순위를 배점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합산

     ※ 합산 총점이 500점 초과 시 500점으로 적용

   <대회/순위별 배점표>

  

구분 학년도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1위 2위 3위 4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배점

2022

500 400 300 200 100
120 80 60 40 20

2021

2020 60 40 30 20 10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대표 경력별 배점표>

  

구분 학년도
경력별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대표

배점

2022
120 80 60

2021

2020 60 40 30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 테니스(남/여)

    ※ 종목별 인정대회의 개인전 및 단체전 입상실적 중 상위 배점 성적 5개에 대한 실적 반영

    ※ 합산 총점이 500점 초과 시 500점으로 적용

 

구분 학년도

순위 소속별

1위 2위 3위 4~8위
국가대표 상비군

개인전 단체전 개인전 단체전 개인전 단체전 개인전

배점

2022 100 30 80 20 60 10 30

300 2002021 80 20 60 10 40 - 20

2020 60 10 40 - 20 - 10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 골프(남/여)

    ※ 종목별 인정대회의 개인전 입상실적 중 상위 배점 성적 5개에 대한 실적 반영

    ※ 합산 총점이 500점 초과 시 500점으로 적용

구분 인정대회

순위 소속별

1위 2위 3위 4-6위 7-10위

국가대표,

K(L)PGA 투어프로

(정회원)

상비군,

K(L)PGA프로

(준회원,세미프로)

배점

명지대학교 총장배 및 

프로 1부대회
100 80 60 50 40

300 200
프로 2부 대회 80 60 40 30 20

아마추어대회 50 40 30 20 10

구 분 내   용

면접시간  ▪ 5분 내외

평가요소(반영비율) 

및 내용

 ▪ 인성  35%
- 협업능력 및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 소통능력

 ▪ 전공역량 35%
-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전공관련 활동과 경험

 ▪ 발전가능성 30% -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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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요강(pp.63~65) 참조

5. 전형일정: 모집요강(p.10) 참조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명 비고

전체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별도 제출 없음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우편제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장 직인 날인)

특기자-문학
실적확인서[별첨] 또는 

문예지등단 확인서

 ▪ 실적확인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발급기관장 직인 필수

 ▪ 2020. 3. 1. 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실적

특기자-체육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입상실적증명서

 ▪ 대한체육회 가맹 각 종목별 경기 단체에서 발행

 ▪ 2020. 3. 1. 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실적

특기자-바둑

프로기사 재직증명서  ▪ 한국기원

 ▪ 대한바둑협회

 ▪ 지방 바둑협회 발행

한국기원연구생(지역연구생)

증명서

대회실적증명서  ▪ 2020. 3. 1. 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실적

특기자-뮤지컬

인정대회 증빙서류 각 1부  ▪ 2020. 3. 1. 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 실적

학교장 추천서[별첨]
 ▪ 고등학교장 추천자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학교장 직인날인)

해당자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

 ▪ 대상자: ’13학년도(14년 2월) ~ ’21학년도(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 위 대상자(고등학교 졸업자) 중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go.kr)’의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pdf)’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2022. 8. 17부터 발급 가능하며, 졸업생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기간: 2022. 8. 17 ~ 원서접수 마감일]

주민등록표초본
 ▪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2022. 9. 1. 이후 발급분]

해외고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영어 이외의 언어는 번역 공증 포함)

 ▪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 기재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발급기관 또는 출신고교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 제출기한 및 방법 ▣

▪ 제출기한: 2022. 9. 19.(월)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제출 불가)

▪ 등기우편 제출주소: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발굴팀(행정동 2층)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 출력/부착

▪ 서류도착확인: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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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대상전형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교과면접),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 학생부교과(고른기회)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실기/실적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실기/실적(특기자-체육)

출결 실기/실적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실기/실적(특기자-체육)

2.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1학년 2학년 3학년(1학기)

100 %

(학년별 가중치 없음)

   [인문사회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한국사 포함)

   [자연공학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 반영교과별 상위등급 4과목 성적 반영(한국사는 사회 교과에 포함)

   - 반영교과별 이수과목이 4과목 미만일 경우 반영교과 내 이수한 과목 모두 반영

   - 동일한 등급이 있을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상위등급 과목으로 선정

※ 반영교과 내 진로선택과목 상위성취도 2과목 추가 반영

  - 진로선택과목(성취도에 따른 환산등급): A=1등급, B=2등급, C=4등급

  - 동일한 성취도가 있을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상위등급 과목으로 선정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전형)는 전 과목 반영(전문교과 포함)

  - 진로선택과목(성취도에 따른 환산등급): A=1등급, B=2등급, C=4등급

※ 해외고 출신자는 이수한 모든 과목의 성적 반영

※ 고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 계열구분

   - 인문사회계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미래융합대학,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 자연공학계열: ICT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통건축전공), 국제학부

   - 예체능계열: 예술체육대학

3. 등급별 환산점수 및 성적산출 방법

‣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9 97 94 90 80 60 30 0

※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 제외

‣ 학생부(교과) 비교내신: 검정고시 합격자, 해외고 등 석차등급 반영 불가능자

검정고시 점수 100 95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평어/성취평가 점수 - 수 (A) 우 (B) - 미 (C) - 양 (D) 가 (E)

환산등급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99 97 94 90 80 60 30 0

※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 제외

※ 검정고시 성적반영: 인문사회계열(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공학계열(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체능계열(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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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 - 등급별 환산 점수 및 학생부 교과성적 대체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검정고시 점수 - 100 95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평어/성취평가 점수 - 수 (A) 우 (B) 미 (C) 양 (D) - - - 가 (E)

환산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0

‣ 학생부(교과) 성적 산출식

∑(반영교과별 반영과목 등급별 환산점수 × 이수단위)

  ＋ 가산점[반영교과내 모든 이수과목 이수단위의 합 × 0.05]

∑(반영교과별 반영과목 이수단위)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산점 취득점수에 따라 학생부(교과)성적 총점은 전형별 환산점수의 최고점을 초과할 수 있음 

※ 가산점 반영 시 진로선택과목을 포함한 반영교과 내 모든 이수과목 이수단위의 합을 적용함

※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이수단위: 15

※ 해외고 출신자의 과목별 이수단위는 1로 하며, 반영교과 내 모든 이수과목 이수단위의 합은 60으로 함

4.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반영방법

‣ 해당전형: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실기/실적(특기자-체육)

100 - (결석일수)  

※ 최저점 0점

5. 전형별 교과성적 환산점수 

‣ 산출된 교과성적 결과값을 전형별 학생부교과성적 배점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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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특성화고교전형) 

  • 선발원칙

     - 학생부(교과) 성적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충원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열 자연계열

①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수학 성적 우수자

④ 학생부(교과) 사회 성적 우수자

① 학생부(교과) 수학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④ 학생부(교과) 과학 성적 우수자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고른기회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성인학습자전형,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 

   • 선발원칙

      -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는 학생부(교과) 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 선발

      - 2단계 합격자는 학생부(교과) 성적과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면접평가 결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충원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단,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단계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1단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로 선발

2단계

① 1단계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④ 학생부(교과) 수학 성적 우수자

⑤ 면접평가 인성 성적 우수자

⑥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① 1단계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교과) 수학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④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⑤ 면접평가 인성 성적 우수자

⑥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① 1단계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④ 면접평가 인성 성적 우수자

⑤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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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전형, 크리스천리더전형) 

   • 선발원칙

      -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는 서류평가 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

      - 2단계 합격자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면접평가 결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충원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 선발원칙

      - 서류평가 성적순으로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충원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서류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② 서류평가 학업역량 성적 우수자

③ 서류평가 발전가능성 성적 우수자

④ 서류평가 인성 성적 우수자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 선발원칙

     - 학생부(교과) 성적, 출결,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 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실기고사 결시자 및 중도포기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충원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1단계 2단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로 선발

    ① 면접평가 성적 우수자

    ② 면접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③ 서류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④ 서류평가 학업역량 성적 우수자

    ⑤ 면접평가 의사소통능력 성적 우수자

    ⑥ 서류평가 인성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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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실기고사 성적 우수자 

 ②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실기/실적(특기자전형-문학/체육/바둑/뮤지컬) 

   • 선발원칙

구분 세부내용

문학/바둑/뮤지컬
- 1단계 합격자(면접평가 대상자)는 서류평가 성적 순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 선발

- 2단계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한 전형 총점 순으로 선발

체육 - 학생부(교과), 출결, 실적평가,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한 전형 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지원자격 미달자 및 서류 미제출자, 면접평가 결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중 미등록,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 충원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충원 최종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시 또는 추가모집으로 이월

  하여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문학/바둑/뮤지컬특기자 체육특기자

1단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로 선발     ① 실적평가 성적 우수자

    ② 면접평가 성적 우수자

    ③ 학생부(교과) 국어 성적 우수자

    ④ 학생부(교과) 영어 성적 우수자

2단계:  ① 면접평가 성적 우수자

       ② 서류평가 전공적합성 성적 우수자

       ③ 서류평가 인성 성적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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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평가 안내

 서류평가 

1. 평가방법 및 평가등급

전형명 평가방법 평가등급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전형),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전형)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A, B, C, D, E, F(6등급)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가. 해당전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인성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

성실성
200

-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체의식
-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학업역량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초학업능력

계열학업성취도
200

- 교과목의 석차등급, 원점수, 교과목 이수현황 등에서 나타난 학업적  
성취 수준

학업태도
- 학업의 심화 및 확장 정도
- 학업의지 및 노력 정도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

전공관련 교과이수 및 과정
300

-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전공관련 이수 과목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전공관련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

발전
가능성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자기주도성
300

-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는 태도

도전정신
-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수준
-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나. 해당전형: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인성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

성실성
200

-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체의식
-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학업역량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초학업능력

계열학업성취도
300

- 교과목의 석차등급, 원점수, 교과목 이수현황 등에서 나타난 학업적  
성취 수준

학업태도
- 학업의 심화 및 확장 정도
- 학업의지 및 노력 정도

전공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

전공관련 교과이수 및 과정
300

-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이수 과목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

발전
가능성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자기주도성
200

-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는 태도

도전정신
-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 성취수준
-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면접평가 

1. 평가방법 및 평가등급

전형명 평가방법 평가등급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전형)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전형)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A+, A, B+, B, C, D, E(7등급)

2.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인성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

성실성
300

-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
-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끈기있게 임하는 자세

공동체의식
-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자세
-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전공
적합성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업능력과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노력

학업역량
400

- 학업적 노력정도 및 성취 수준

전공적성
-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분야 관련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과 성취수준

의사소통
능력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논리성
300

- 질문의 핵심을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전달능력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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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학생부종합전형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사용합니다.

  2.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며, 우편/방문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중 1개 항목 이상, 50자 미만 입력시 결격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4.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유사도 검증 기준>

유사수준
유사도 최댓값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준 우리 대학교 자체 기준

A수준(Blue zone) 5%미만
3%미만

3%이상 ∼ 5%미만

B수준(Yellow zone) 5%이상 ~ 30%미만 5%이상 ∼ 30%미만

C수준(Red zone) 30%이상 30%이상

<유사도 검증 절차>

  5. 자기소개서 및 대입전형자료의 대필 및 허위작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필 및 허위작성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며, 대필 및 허위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 해외 활동실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공인어학성적 및 교외수상실적 확인 절차>

 

  7.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부모 직업 기재 금지사항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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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면접을 실시하는 모든 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 시행

1. 블라인드 면접의 목적 

   • 면접 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요소인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 및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배제하고 지원자 역량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블라인드 처리

   ※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면접과정의 녹화 및 녹음이 진행될 수    

 있음

2. 블라인드 면접 절차  

 유의사항 확인
 •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와 모집요강에 공지된 내용을 미리 확인한다.

 • 1단계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한다.


 사전 준비

 • 신분증을 준비한다.

 • 복장 규정을 확인한다.(※교복 착용 금지)


 대기실 입실

 • 면접장소 및 시간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면접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실에 입실한다.

 • 대기실 도착 후 본인에게 주어진 가번호를 확인하고 「면접 시 유의사항」 설명을 경청한다.



 면접실

 • 이동: 가번호가 호명되면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고사실 앞으로 이동한다.

 • 면접시작: 진행위원이 입실하라고 안내하면 고사실로 들어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 

   진행위원이 “가번호 ○번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므로 본인은 조용히 앉아 면접 질문을 기다린다.

 • 블라인드 면접: 면접이 시작된 후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면접위원의 질의에 응답한다. 답변이 금지된 본인의 

성명과 수험번호, 출신고교 및 부모(친인척 포함)의 신상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 받을 경우, 출신고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서 답변한다.


 면접 종료  • 출구에 대기 중인 진행위원에게 소지품을 받고 귀가한다.

3.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답변 금지사항] 

 •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추상적 직종명 포함)

 • 지원자 본인의 성명, 출신고교를 활용해 만든 활동, 프로그램, 수상명 등

[블라인드 면접 위반자 처리 예시]

 • 수험생이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면접위원이 판단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시)  ① ○○학과 교수이신 어머니가~     ② 무역업에 종사하는 삼촌을 방문하여 ~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 69 -

Ⅺ. 면접기초자료 안내

 해당전형 

전형유형 전형명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교과면접), 학생부교과(고른기회),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실기/실적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면접기초자료 문항 

 

2022학년도

• 지원자가 지원한 학과(학부/전공)에 입학하여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 지원자가 이룬 성취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독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한 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2021학년도

• 지원한 학과(학부/전공)와 관련한 학습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분야가  

  가장 흥미로웠던 이유를 기술하시오.

• 지원한 학과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020학년도

• 지원한 학과(학부, 전공)에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이유를 기술하시오.

• 지원자가 성실하게 꾸준히 수행했던 일과 이를 통해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 인재가 되고 싶은 가를 기술하시오.

※ 학과별 면접고사 질문 문항 예시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 참조

Ⅻ. 등록포기 안내

1. 우리 대학교에 “문서등록”을 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등록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기한: 2022. 12. 27.(화) 20:00까지 

3. 신청방법: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mju.ac.kr)에 접속하여 “등록포기 신청” 배너 클릭

4. 유의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 신청 완료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에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또는 문서등록 포함)을 한 후 등록

     포기(환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중등록으로 인한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포기 신청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등록포기 기간 중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phak.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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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 전형료 및 환불 안내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료 (단위 : 원)

비 고
1단계 2단계 합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35,000 35,000

학생부교과(교과면접) 35,000 30,000 65,000

학생부교과

(고른기회)

국가보훈 자격기준 대상자* 20,000 30,000 50,000 15,000원 감면

농어촌학생 자격기준 대상자 35,000 30,000 65,000

기회균형 자격기준 대상자* 5,000 0 5,000 60,000원 감면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 35,000 35,000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35,000 30,000 65,000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35,000 30,000 65,000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20,000 0 20,000 45,000원 감면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55,000 30,000 85,000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55,000 30,000 85,000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 55,000 55,000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 55,000 55,000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55,000 55,000

실기/실적

실기/실적(실기우수자) 80,000 80,000

특기자
실기/실적(특기자-문학/바둑/뮤지컬) 50,000 30,000 80,000

실기/실적(특기자-체육) 80,000 80,000

※ 전형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전형의 전형료는 감면 후의 전형료임

 환불 안내 

1. 전형료 환불 원칙

  -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형료 환불기준 및 환불액

전형료 환불기준 환불액

지원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

대학의 귀책 사유(사전공지 없이 전형일 변경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 및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질병, 사고, 사망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납부 전형료 전액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1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납부 전형료 중 미응시 2단계 전형료

고사일을 확정 공지하지 않은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스포츠학부(축구), 예술학부

(피아노/성악/뮤지컬(보컬,댄스)]에서 타 대학교와 고사일이 중복되어 우리 대학교 실기

고사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전형료 환불 신청서, 타 대학교 응시확인서 등 제출) 

50,000원

3. 전형료 비례 반환

  - 우리 대학교는「고등교육법」제34조의4제5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2023. 4.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우리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

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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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대학생활 안내

 신입생 장학금 안내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지급액 비고

설립자

장학금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캠퍼스별 1인,   대

상자가 미등록 시 후순위자로 선정)

(다만, 재학 중 매 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인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건축학부

10개 학기

신입생성적

우수장학금

1종 ① 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캠퍼스별 1인)

    ② 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캠퍼스별 1인)

    ③ 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5이상인 자

    (다만, 위 각 항목은 재학 중 매 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인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2종 ① 수시 일반전형(교과)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

    (단과대학별 1인, 예술체육대학 제외)

    ② 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단과대학별 1인, 예술

체육대학 제외)

    ③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단과대학별 1인)

    ④ 정시 및 추가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백분위 

    환산평균이 93이상인 자

    (다만, 위 각 항목은 재학 중 매 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인 자)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대상자가 상위 

장학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자로 

선정
3종 ① 수시 일반전형(교과), 정시 일반전형(수능)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전형별/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② 수시 일반전형(종합) 최초합격자로 모집단위별 전형 총점 최상위자 

중 입학사정관위원회의 심의·추천을 받은 자(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2% 이내로 하고, 1명 미만 시 1명으로 함)

    ③ 정시 일반전형(실기) 최초합격자로 전형 총점 최상위자(예술체육

대학 모집단위별 1인)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보훈장학금

1종 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종 제1종 해당자의 직계자녀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1.88(70점)이상인 자

    (단, 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는 입학일 기준 만 35세 미만이

어야 하고 8개 학기까지만 지원)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3종 장기복무 제대자로서 보훈처에서 인정한 제대군인 교육보호 대상자
8개 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포함)

체육특기

장학금

체육부에서 선수로 활동하며 체육부관리위원회에서 장학대상자로 선정된 

자(입학정원의 70%)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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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학칙 및 장학규정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장학종별 및 수혜자격 기준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참조

※ 장학금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인문캠퍼스: 02-300-1521, 자연캠퍼스: 031-330-6035)

 재학생 장학금 안내 

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활동장학금, 고시장학금, 보훈

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미디어장학금, 

바둑특기장학금,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뮤지컬특기장학금, 기독도우미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 

지원장학금, 군위탁장학금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명지다움장학금, 그린캠퍼스활동지원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장학금, 교육훈련장학금, 글로벌버디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평생학습자특별장학금, 학습바우처장학금, 평생

학습장려장학금, 취업지원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 융합인재육성장학금, 명지마일리지장학금 외 다수의 교내외 장학금

장학종별 수혜자격기준 지급액 비고

명지사랑 

장학금

1종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매 학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자

2종 ①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3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②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해 장애

인으로 등록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읍, 면, 

    동장이 확인한 자

① 8개 학기(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② 8개 학기(건축학부 

10개 학기) 등록금 

70%(입학금 제외)

③ 해당 학기 등록금  

    50%(입학금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

3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① 중증 장애학생     ② 경증 장애학생

① 1,000,000원

② 500,000원

4종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해당되는 자

     ①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②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③ 학자금 지원구간 차상위계층 

매 학기 별도 책정
국가장학금

신청자

5종 신입생의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중 재적생이 있는 자 500,000원

학술활동 

장려장학금

1종 우리 대학교 지정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에 등단한 자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 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자

     (다만, 단체 및 팀 입상의 경우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장학금 균등분할 지급)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2종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만, 단체 및 팀 입상의 경우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장학금 균등분할 지급)

1개 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특성화고졸 

재직자특별

전형장학금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학점당 등록자와 

평생학습자특별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다만, 당해학기 산업체에 재직 중 이어야 하고 직전학기 14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함

8개 학기

등록금의 50%

평생학습자
특별장학금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만 30세 이상의 성인

으로서 품행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다만, 학점당 등록자와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함 

8개 학기

등록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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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안내 

1. 우리 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 실현과 전인교육을 위해 재학 중  

채플(4학기)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의무군복무와 질병, 모성보호, 창업으로 인한 휴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 인 외국인

학생)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신입생은 지정된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과대학 전 학과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반도체공학과 

제외)을, 경영대학 전 학과는 경영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의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융합전공학부(인문)는 2학년 진급 시에는 ICT융합대학과 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부(과)를 

선택(다만,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영학과 12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미래산업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과대학 융합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  

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과 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릅니다.

6. 전공자유학부(인문) 학과 배정 원칙: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과 선택(단, 정원 내 입학생은 디지털미디어학과 13명, 경영학과 24명까지만 선택가능 

하며 정원 외 입학생은 인원제한 없이 선택 가능, ICT융합대학 및 미래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7.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창의융합인재학부는 미래융합대학 내 전공자유학부로서 2학년 진급 시 미래

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8.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입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다전공과 전과가 

가능합니다.

9. 미래융합대학의 수업은 해당 전형 입학생만(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수강할 수 

있습니다.

10. 건축학부 이외의 학생이 건축학부 다전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 스포츠학부 내 스포츠지도학전공 입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12. 전과는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단, 전공자유학부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1. 건강검진은 최종등록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2023년 4월 중 실시예정).

2. 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등 수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질환자는 치료 시까지 (병고)휴학과 같은 학교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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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기숙사) 안내 

▒ 인문캠퍼스(서울) 생활관

  ▪ 홈페이지: http://sdorm.mju.ac.kr

  ▪ 연 락 처: 02-300-1768

  ▪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내)

  ▪ 규    모: 연면적 약 11,940㎡(3,612평)의 9층 건물

  ▪ 수용인원: 약 858명 

  ▪ 부대시설: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탁실, 간이취사실, 카페, 무인출력기, 멀티자판기

  ▪ 입사자격: 인문캠퍼스 입학생

  ▪ 선발기준: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 시 거리 점수 적용

▒ 자연캠퍼스(용인) 생활관

  ▪ 홈페이지: http://dorm.mju.ac.kr

  ▪ 연 락 처: 031-330-6082

  ▪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 규    모: • 명현관(지하1층, 지상5층) / 명덕관(지하1층, 지상5층)

             • 제3생활관 3동(지하1층, 지상5층) / 4동(지하1층, 지상10층) / 5동(지하1층, 지상10층)

  ▪ 수용인원: 약 1,868명 

  ▪ 부대시설: 체력단련실, 빨래방, 식당, 현금지급기, 편의점, 당구장, 휴게실, 열람실, 카페

  ▪ 입사자격: 자연캠퍼스 입학생

  ▪ 선발기준: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 시 거리 점수 적용

  

 입학상담 안내 

http://iphak.mju.ac.kr

전형유형 전형명 담당 부서 연락처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학생부교과(교과면접), 학생부교과(고른기회)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 

학생부교과(특성화고등졸재직자),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입학관리팀

02-300-1799, 

1800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수능(일반), 수능(실기), 실기/실적(실기우수자) 

실기/실적(특기자-문학/체육/바둑/뮤지컬)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인재발굴팀
02-300-179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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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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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양식 [대교협공통기준]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전형), 학생부종합(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후 입력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 원 자
정    보

전형명

지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출신고교명                         고등학교 졸업(예정)년도        년         월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대학이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대학은 제출된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

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전국창의수학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TofT), 국제  
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KBSO),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KJSO),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국제천문올림피아드(IAO), 국제뇌
과학올림피아드(IBB),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JSO)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국제영어대회(IET), 글로벌 

리더십 영어경연대회(GLEC), 국제영어논술대회(IEEC), 영어글쓰기대회, 영어말하기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교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
    이라도 작성 시 “0점”(불합격) 처리
5.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 항목]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나. 교과ㆍ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다. 교외 기관ㆍ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라. 교내ㆍ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ㆍ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ㆍ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 위 내용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

   (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7.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_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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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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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전형) 목회자 확인서 양식

목회자 확인서목회자 확인서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전형)

■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입교(세례) 증명 내용

교 회 명 소속 교단(교회) 

입교일자 또는
세례일자

                  년     월     일 수세목사(집례자)

교회 주소

■ 담당목회자 확인사항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 메 일 

지원자와 관계
 □ 출신 고등학교 교목

 □ 출석교회 목회자(목사 또는 전도사/강도사)

소속교회

교 회 명

(고 교 명)

(교회) 소속 교단*

교단 대표 성명

담임목사 성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    소

지원자 

교회 출석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목회자는 지원자와 동일 교회 또는 동일 고교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소속 교단은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위 학생은 상기 기재된 교회의 입교(세례) 교인이며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명지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크리스천리더전형) 지원자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담당목회자: (서명 또는 날인)

고등학교 (직인) 또는 교회
(직인)

개인도장 불가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 본 확인서는 입학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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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양식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2023학년도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지원자격 유형 확인

자격구분 지원자격
해당사항 

“O”표시

유형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 전 교육과정(6년)을 연속으로 이수하고,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유형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을 연속으로 이수

하고,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재학사실 확인

구    분 학교명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초등학교

[유형2 대상자만]

도(시) 군(구)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군(구) 읍(면) 년 월 ~ 년 월

중 학 교
도(시) 군(구)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군(구) 읍(면)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도(시) 군(구)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군(구) 읍(면) 년 월 ~ 년 월

* 3개 학교 이상 재학하였을 경우 행을 추가할 수 있음

  

위 학생은 관계법령 및 명지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규정하는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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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실적(특기자전형-문학) 실적확인서 양식

실 적 확 인 서실 적 확 인 서
                                                                     2023학년도 실기/실적(특기자전형-문학)

수험번호 모집단위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출신고교명                  고등학교 졸업년도       년   월 (졸업, 졸업예정)

출신고교 주소
(            )

대회 명칭  (제    회 )

대회 구분 개최일자 20  년    월    일 최초 개최년도 년 총 개최횟수 회

대회 규모 

및

수상실적

전체참가인원     명
수상자 응시분야

참가인원
명

응시분야 □ 운문   □ 산문 수상내역

전체 입상구분 및 인원

 ※ (  )안에는 등위에 해당  
   되는 수상 명칭 기록

 ※  1등상 (대상)
    2등상 (금상)
    3등상 (은상)

1등상(                                ) 명

2등상(                                ) 명

3등상(                                ) 명

※ 상위 3위 이내 입상실적만 작성하여 제출할 것

주최 기관 담당자 성명

기관 주소
(            ) 전화번호

홈페이지

위 학생(지원자)의 대회 실적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발급기관장 (직인)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 실적확인서는 대회 수상내역별로 각각 작성함(본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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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실적(특기자전형-뮤지컬) 학교장 추천서 양식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서
                                                                   2023학년도 실기/실적(특기자전형-뮤지컬)

■ 지원자 인적사항

수험번호 모집단위 예술학부 뮤지컬공연전공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출신고교명                     고등학교 졸업년도       년   월 (졸업, 졸업예정)

출신고교

주   소
(            )

전화번호 홈페이지

■ 추천인 사항

추천인 성명                     (서명)  직    위 담임 / 부장교사

연락처(교무실) 연락처(휴대전화)

 [추천내용 기재]

위 학생은 명지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실적(특기자전형-뮤지컬) 지원자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