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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직업 판단 기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

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

유행이 없는
것이 유행

일과 삶의
Balance 중요시



Z세대M J세대MM JYM ONG JIM J
정답이 아닌 나만의 해답을 찾는

2023년 세상과 명지를 새롭게 할 MJ세대를 찾습니다!

Z세대를 위한 MJ(MYONG JI) 세대
정답이 아닌 나만의 해답을 찾는 MJ세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 제공

명지대학교만의

전통과 학풍

개인의 성장을 통한

경쟁력 향상

개성을 중요시 하는

커리큘럼

4차 산업 혁명 시대

맞춤 교육



명지대학교 MJ세대 명지대학교 소개

‘나’를 찾는 교육을 원한다면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새빛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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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명지대학교｜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

새로운 변화에 적극 앞장서는 명문사학 명지대학교

21세기형
친환경 대학

미래 세계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종합 교육
최첨단 시설의

글로벌 캠퍼스

1948년 개교, 74년 역사 성장을 멈추지 않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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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인재상

13만 명의 지성인 배출 경험 시대를 앞선 전문인으로 양성

명지대학교｜믿음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

세계인 신앙인 전문인 사회인

明 知 人
참지식을 깨달아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知

창의 자기주도

창조적 도전 능력

비판적 · 체계적 사고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세계와 소통하며
기독교의 참사랑을 실천人

어우름 배려

팀워크 · 리더십 발휘 능력

내적 성장과 윤리적 판단 능력

인류공동체적 가치관 정립 능력

융합 실용

배움을 실천하여
세상을 밝히는 인재明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능력

통섭적 사고 능력

전문지식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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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정성

신뢰로 건재함을 약속하는 명지대학교흔들림 없는 운영

캠퍼스의 활기
2022학년도 벚꽃축제, MJ 엑스포 등 소통의 장

건실한 재정상태 유지

학사일정 및 모든 연구활동
정상 운영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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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쟁력

주요정부지원 사업 성과성과로 말하는 경쟁력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교육부)
12년 연속선정

사업기간
• 2022.03.01 ~ 2025.02.28

(3년)

2022년 사업비
• 11억 4,100만원

대학혁신 국고
사업(교육부)

사업기간
• 2022. ~ 2024.(3년)

사업비
• 52억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선정
(고용노동부)

우선 협상대학 선정

총사업비
• 37억5,000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산업통신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간
• 2012.03.01 ~ 2022.02.28

(10년)

사업비
• 20억원

(매년2억원 10년 지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기간
• 6년연속선정

거점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선정

역량, 지식 함양
지속가능한

지식인프라 확충
과학기술

적극적 지원
취업에 대한

집중 육성
혁신리더

공정성과 투명성
대입전형의



다양한 협업 기관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국토해양부 나노종합기술원 경찰청 국립중앙도서관 농촌진흥청

산·학·연 네트워크

명지대학교만의산·학·연 유기적 네트워크더넓은 시야! 더많은 기회!

융합형 인재에게 필수인
다양한 분야 협업 기회 제공

앞 선 기술과
학문에 대한 접근 가능

괄목할 성과

지능형 임베디드
기전공학실무교육

강화
[ 지능형임베디드기전공학: 스마트로봇, 스마트자동차, AI SW ]

명지스마트팩토리(MSF) 개소 CES 2020 ~ 2022 혁신상 수상

(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K-유니콘프로젝트최우수기업선정

소부장스타트업100 선정

빅베이슨(美실리콘밸리VC)5억원투자유치

졸업 시 다양한 분야의
사회 진출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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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네트워크

서로에게 귀감이 되는 선후배 명지인

재학 학우

학교를 빛내는 동문

LG이노텍유튜브숏폼
광고공모전우수상수상

디지털미디어학과 17학번

김 서 현
경영학과 17학번

조 창 범

제40회CFP 대학부분수석
[ CFP : 국제공인재무설계사자격시험]

2022년베이징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부문은메달

스포츠학부 20학번

정 재 원

동문 졸업생

국내주요게임업체
CEO 배출대학순위

월간CEO 500대
기업CEO 배출

대기업회장(CEO)
출신대학순위

1000대기업
CEO 연봉전국대학

전국 2위 7위 9위 6위
이제중(고려아연대표이사, 부회장)

이기원(前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구자엽(LS 전선회장)

최상후(유한화학대표이사)

김태영(전국은행연합회장)

김영채(前다음카카오서비스대표)

정찬용(아프리카tv 각자대표이사)

신상철(前와이디온라인대표이사)

한성호(前FNC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전국대학 중

1위21억 3734만 2000원
명지대학교 출신 CEO 1인당 매출액



명지대학교 MJ세대
스마트한 미래를 선도하고 싶다면

명지대학교 소개

명지대학교 교육



FlexibleF 유연화

창의, 융합 미래사회형 인재 양성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유연학기제 시행

Excellent E교육 품질 관리

교육, 대학경영 품질 관리 체계 구축

ICT 기반 SMART 캠퍼스 구축

CustomizedC 맞춤화

인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

인문학 온라인 강좌, 인성교육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사회 맞춤형 교육 확대

Autonomous A자율화

자율적 수업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

PBL / TBL / MOOC / 클립드러닝

창의적수업방식도입

전공및핵심역량로드맵지원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연계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지속적 변화의 노력

To Find Generation MJ

교육방향

명지 F.A.C.E 모델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을 목표로!

혁신적 교육을 실행하는 명지대학교

F
C

A
E

F
C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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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향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혁신적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SEP 사업단
[ SEP : 스마트엠베디드플랫폼]

AI-RPA 사업단 AI·빅데이터 사업단 M-schooling 사업단

융합 연계전공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 임베디드 기계시스템

융합전공 운영

혁신적 교육 방법론 적용 및 확산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실습교육

사회과학대학 창의인재 양성 목표

창의융합연계전공
수요조사 실시

해당 전공 운영 모듈
개발 및 구성

창의융합연계전공
교과목 개발

경영과자동차, 애널리틱스, 인공지능분야의
융합 실무형 미래 인재 양성

프로세스 과학자 육성

New-PRA 방법론
개발 및 보급

스마트 캠퍼스 모델 제시

빅데이터 융합 연계전공 과정 운영

연계전공 신설 운영

플립학습기반연계전공교육과정운영

캐글및빅데이터경진대회참석유도

현장실습과취업연계를위한수요기업발굴

Citizen Data Scientist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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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교육

01 반도체 선도대학으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명지대학교

반도체 현장의
인력 부족

2023년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신설

반도체 연구소
R&D 센터 신축 예정

자연캠퍼스 내
신축예정

2025년

33명 선발
신입생

교육 진행
실습중심 국내 유수 반도체

기업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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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명지대학교 02 메타버스를 통한 혁신교육 인프라 구축

가상 현실 콘텐츠

미래 교육 실현

메타버스 기반
가상캠퍼스 구축

재학생 대상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가상융합(XR)
교육실습실 계획

다양한
제반 기술교육
실감 미디어
인재 양성

코딩, 모션캡쳐, VR 및
AR 등메타버스에필요한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기반의

인재 양성
실감미디어

취득 지원
관련자격증



To Find Generation MJ

혁신교육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명지대학교 혁신적 사고를 위한 국내최초 교양교육 전문기관 설립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다채로운 경험 지원

방목특화 프로그램

• 콘테스트 • ENGLISH CAFE

우수리포트 공모전
3분 스피치 대회

SW 코딩 경진대회

•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사 바로 세우기
장애인인식재고

예비대학생 프로그램

• 인문학 특강
• 명지라이프 미리 담기

• 추천교양도서 감상문 대회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 영어기초능력
• 기초학습능력
• 자기주도학습

글쓰기 센터

• 자기소개서 쓰기
• 분석적 쓰기
• 리포트 쓰기

학업역량 강화프로그램

• 온라인 토익
• 대학기초 물리학 특강

• 대학기초 미적분학 특강
•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방목기획특강

• 석좌교수 특강(인문캠퍼스)
• 성공학 특강(자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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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잠재력을 찾고,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학사제도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전과제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1월 초순, 7월 중순) 내
복수전공

조건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
(1월 초순, 7월 초순) 내

연계전공

소속학부(과) 전공 교과목 기본단위 36학점 이상 이수

타 학부 전공 교과목 기본단위 36학점 이상 이수

•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소정기간(1월 초순, 7월 초순) 내
부전공

조건

타 학부(과) 전공 교과목 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단계 교과목 수강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이수

조건

총 14개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 2개 이상의 학부(전공)

또는 학과와 학부(전공)들을 연계하여 전공

• 1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 대상
1학기 개시 전 실시(1월 중)

전과제

조건

1학년 이상 과정 수료, 해당 학기 등록 필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이상인 자종류: 일반전과(부)/ 다운전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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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소개

통섭형 혁신 인재 육성 인문캠퍼스
교직이수가능

어문학부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아랍지역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인문학부

미래사회인재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아동학부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법학과

융합전공학부(인문)
전공자유학부(인문)

심리치료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부동산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법무행정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응용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방목기초교육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ICT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To Find Generation MJ

학과 소개

실무 기술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 자연캠퍼스
교직이수가능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전자공학과

토목교통공학부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신소재공학과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융합공학부환경에너지공학과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스포츠지도학전공(야)산업디자인전공

예술학부

바둑학과

영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스포츠학부

피아노전공

ㅊ성악전공
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아트앤멀티미디어

작곡전공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물리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ICT 융합대학

공간디자인전공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건축대학



차별화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이론과 실무 통합 교육

교육
POINT 산학협동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콘텐츠 생산 능력 함양

차별화

교육
POINT

국내 최초 독립개설
자격증 취득 (청소년지도사 2급/3급, 사회복지사 2급,
전문사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가능)

한국대학 최초 청소년 지도자 양성기관 지정
청소년 지도 기관 및 시설 우선 임용
학문, 행정, 실무 등 모든 분야 능력을 함양한 전문가 양성

사회과학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 청소년지도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청소년지도학과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경영대학 경영학과 / 국제통상학과/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앙트레프레너십(Entrepreneuship)
고객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기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프로세스 자동화 경영
인간의 물리적 노동력을 대체할 디지털 노동력 개발

[S/W 로봇, 챗봇, 인공지능] 개발

경영대학 중심 연계전공

차별화
경영학교육인증(학부+대학원) 대학

교육
POINT

차별화 빅데이터와 경영 분야 전문지식
바탕의 미래 인재 양성

교육
POINT ICT 기술을 활용한 경영 경쟁력 함양

다양한 분야 진출 가능 인재 육성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프론티어
학술제 등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인재 양성 기회제공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적 응용 교육

차별화 디지털 신기술을 경영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혁신 인재를 육성

교육
POINT

해외기업탐방(GLP)을 통해 글로벌
경영전략 마인드와 동기부여 고취

RPA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과정/실무교육 참여 장학금 지급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차별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인재 양성

교육
POINT 융합교육실시

[콘텐츠 기획 + 콘텐츠 디자인
+ 컴퓨터프로그래밍]

차별화

교육
POINT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전문 융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융합교육실시
[기업 이해 + SW 교육]

ICT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방목기초교육대학 전공자유학부(인문) / 융합전공학부(인문)

차별화 적성과 장래를 고려한 최적의 전공 선택, 공부, 진로 마련
선택가능학과-인문캠퍼스 소속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의 20개학과중결정

교육
POINT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공 자유학부 세미나, 전공 심화 탐구 프로젝트
공모전, 지원학과 주임교수면담

차별화

교육
POINT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창의 인재 양성

미래산업연계전공 교육과정
인문 ICT 콘텐츠 : 창의성 + 인성 + ICT 기술 + 실무역량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 인문, 사회학적 지식 + 데이터 분석기법

Entrepreneurship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실습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신설학과)

반도체공학과(신설학과)

차별화

교육
POINT

국내 최고 반도체공정장비 실습실을 학부생 교육에 활용

공정개발(석박사과정), 공정기술, 설비기술 및
인프라기술에 필요한 융복합 교육 실천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해결형, 현장실무형 반도체 인재 양성

신입생(30여명)및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교육부 지원 대학특성화 사업

산업부 지원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

용인시 지원 SK반도체클러스터 인력양성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공과대학 토목교통공학부(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과) / 융합공학부

차별화

교육
POINT

대학특성화사업(CK-Ⅱ) 선정

IoT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활용 지능형
기계시스템 설계 및 생산 역량 교육
스마트 임베디드 기계시스템공학
연계전공 필수 – 경쟁력 강화

차별화 국제적규모실험시설
‘구조실험센터’완비
한국토목문화대상학술상수상,
박영석교수지도

차별화
2012-2016 교통경찰 특채
5년연속최다배출!

교육
POINT

공학교육 인증제에 충실한
교과과정 지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기술자양성

교육
POINT 국내유일교통대학원 연계가능

국가교통발전에기여하는
전문인력양성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토목교통공학부 융합공학부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 소개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 전통건축전공 / 공간디자인전공

차별화

교육
POINT 5년제 건축학사 교육프로그램을 공유

차별화

교육
POINT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공간디자인 관련 분야를
통합할 수있는 학문

차별화

교육
POINT 독창성, 실무적 현실성,

새로운 기술과 기법, 디자인까지
겸비한 건축 전문가 양성

국내최초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건축학인증취득
국내최대규모건축학부전임교수진보유
국내최초공대분리건축학교육

전통건축에 특화된 교과를 더하여
전문화/특성화된 교육 진행

건축설계능력을기반으로한국전통건축의
특성화된건축전문가양성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실시하는
건축학교육인증획득

공간디자인과건축, 전통건축을포괄적으로
이해할수있는공간디자이너를양성하는
최초의5년제대학

전통건축전공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명지대학교 MJ세대
색다른 경험 속에 성장하고 싶다면

명지대학교 교육

명지대학교 특별한 지원



명지대학교 캠퍼스
다니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문화 배움 경험

국내 최고
유비쿼터스 도서관

문화+배움
MCC 교육복합관

미래 첨단 융합

세계 최고 수준
전문구조 실험센터

한옥기술개발
연구 국내 거점 대학

교육+연구+행정
융복합 최첨단 시설



셔틀버스(정차역)

셔틀버스(정차역)

To Find Generation MJ

교통

셔틀 & 통학버스 안내풍부한 교통 수단, 빠르고 편리하게!

인문캠퍼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시내버스

7017, 7019, 7021, 7611, 7612, 7713,7734

명지대 정류장 하차 도보 1분내 거리

자연캠퍼스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명지로 116 

광역버스

명지대 정류장 교내 위치, 서울경기 전역 통학버스 운영

5005, 5001, 5001-1, 5002, 5003, 5600, 5700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강변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DMC역 증산역 홍제역

기흥역 명지대역



학생의 편의를 1번으로 생각하는 공부 · 휴식 공간, 기숙사

기숙시설
To Find Generation MJ

인문 생활관 864명 수용 자연 생활관 1,868명 수용

365명

2인실

학기입사자1,318,000원
(식비미포함)

연간입사자3,652,000원
(식비미포함)

504명

4인실

학기입사자982,000원
(식비미포함)

연간입사자2,676,000원
(식비미포함)

생활관

372명196명 196명 392명696명

4인실2인실 2인실 4인실4인실

1,466,000원
(월100식)

1,098,000원
(월100식)

1,466,000원
(월100식)

1,098,000원
(월100식)

1,002,000원
(월100식)

1,306,000원
(월50식)

938,000원
(월50식)

1,306,000원
(월50식)

938,000원
(월50식)

대학원생

1,255,000원
(월100식)

1,095,000원
(월50식)

842,,000원
(월50식)

명현관 명덕관 3동 4동 5동

인문 전체 신입생 중 서울 기숙사
수용인원 대비 40% 가능

기숙사 입사 희망

단, 신청인원초과시거리점수적용

신입생 전원 입사 가능
자연 전체 신입생 중 용인 기숙사

수용인원 대비 40% 가능

편의시설

각층 휴게실

세미나실 A/B

간이취사실

편의점

세탁실

체력단련실

택배실



다양하게! 풍부하게! 학업의 질을 높이는 명지 장학 제도

장학제도
To Find Generation MJ

교외장학금 : 53개

교내 / 외 장학 총액
44,635,053,711원

다양한 장학금 기회

교내장학금 : 38개

명지대학교 1인당 연간 평균

3,438,054원

설립자 장학금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1종 :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신입생에게 더 풍부한 장학금 혜택

2종 : 4개 학기 등록금 전액

3종 : 1개 학기 등록금 전액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취업 [취업률]
To Find Generation MJ

주요 학과의 높은 취업률

안정적 취업률, 높은 취업 만족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은 경쟁력

79.9% 85.2% 85.3%

4년제 대학평균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평균 취업률 유지 취업률

61.1% 60.1% 65.0%
유지취업률 : 일정기간이후에도취업직장근속비율(4차평균)

4년제 대학평균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인문 캠퍼스 자연 캠퍼스

건축학 전통건축 교통공학 물리학

40

90

50

60

70

80
84.3%

78.9% 78.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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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단계별 로드맵 진로 탐색부터 취업 성공까지 전략적 지원

기타 취업관련 지원
MJ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담임 컨설턴트가 교과부터 일자리 매칭까지 컨설팅

학생상담센터

전문심리상담 및 검사 시행

마일리지 인증 / 자체인증제도 운영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3학년 4학년 졸업생1학년 2학년

주요
지원내용

직업선택 진입준비 사회진출자기분석 목표수립
진로선택 관련 지원 자기분석, 직무역량 개발 자기경영과 실전취업 준비

신입생 진로 상담 위크
찾아가는 1:1진로 취업 컨설팅
진로/커리어 캠프

진로 로드맵 경진대회
AI 기초소양 교육

선배와의 취업 멘토링
자격증 대비반
기업(직무) 분석 경진대회
기업탐방
해외취업특강
해외연수

채용설명회
취업/직업 박람회
직무인턴십
1:1기업별 자소서 클리닉,
모의면접
MJ 취업스터디
유형별 직무 집중교육

상시 자기주도형 진취로드
(진로, 취업, 교육)
진로, 취업 교육 콘텐츠 제공

To Find Generation MJ

취업 [취업지원]



To Find Generation MJ

(2021년 03월 02일 기준)
전세계 46개국 37개 기관 교류 세계 곳곳에서 쌓는 경쟁력!

명지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전 학생 1회 이상 기회 제공

글로벌 지원 [풍부한 네트워크]



명지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세계를 선택하는 길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학생으로! 

더 깊이 !
명지대학교를 안에서 세계로!

EIIP / IKLCP
International Summer School English Village Program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명지 아시아리더십 프로그램(MALP)
아시아 이해 수업
영어, 중국어 강의

-기업체 및정부기관현장방문학습
-Global Friendship Program
-Seminars on Contemporary Asian Social Issues

강의 내용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적응을 위한 학생 멘토 프로그램
주 1회 / 내국인 학생 1명 : 외국인 4-5명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국, 일본, 중국, 터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학기당 17학점 / 1-2개 학기
학업 장려금 지급

방문학생 프로그램
Study Abroad Foundation(SAF) : 미국, 영국, 호주 등
Washington Semester (인턴십 병행)
University of Nebraska Keamey

기타 프로그램
하계 & 동계 국외 파견 단기연수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 : 건축학부
국외 현장 학습 : 명지 Star Player
해외 봉사 및 문화 체험

명지대학교를 밖에서 세계로!
더 넓게 !

To Find Generation MJ

글로벌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명지대학교 특별한 지원

명지대학교 전형 안내

2023년 명지대학교로!
명지대학교의 미래를 만들 MJ세대가 되고 싶다면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입 형전 안학 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명지대학교 전형 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22. 11. 17.(목)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일 • 2022. 12. 9.(금) 예정

원서접수 • 2022. 12. 29.(목) ~ 2023.1.2.(월) 중 3일 이상
합격자 발표 • 2023. 2. 6.(월)까지
합격자 등록 • 2023. 2. 7.(화) ~ 9.(목) (3일)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 마감 • 2023. 2. 16.(목) 18시 까지
미등록 충원합격 등록 마감 • 2023. 2. 17.(금)

정시

원서접수, 전형, 합격통보 마감 • 2023. 2. 20.(월) ~ 28.(화) 18시까지
등록 마감 • 2023. 2. 28.(화)추가

학교장추천전형 추천서 제출기간 • 2022. 9. 19.(월) 9시 ~ 23.(금) 18시까지
합격자 발표 • 2022. 11. 24.(목) 15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 2022. 11. 25.(금), 26.(토), 27.(일)
합격자 등록 • 2022. 12. 16.(금) 10시 ~19.(월) 15시까지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 마감 • 2022. 12. 26.(월) 18시 까지

원서접수 • 2022. 9. 13.(화) 10시 ~ 17.(토) 18시까지

수시
• 12.8.(목) 15시학생부교과,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미등록 충원합격 등록 마감 • 2022. 12. 27.(화) 

수능이후 실행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총 2,903명
선발인원

수시 정시

1,960명 943명



2022학년도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아동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반영교과 내 이수과목의
이수단위 합으로

가산점에 반영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변경

진로선택과목 반영

학과신설,
분리, 폐지

2022학년도2023학년도

반영교과 내 진로선택과목 2과목
추가 반영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수)

A=1등급, B=2등급, C=4등급

2022학년도2023학년도
학과신설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학과폐지 전공자유학부(자연)

학과분리
(학부신설)

사회과학
대학

미래사회인재
학부

청소년지도·
아동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아동학과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수능(실기전형)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인문사회 국 30, 수 30, 영 20, 탐 20

자연공학 국 25, 수 35, 영 20, 탐 20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정시 수능
반영 방법 변경

수능 영역별 가중치

모집전형 변경
전형 변경

2022학년도2023학년도

인문사회 국 30, 수 30, 영 20, 탐 20

자연공학 국 25, 수 35, 영 20, 탐 20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국 35, 영 35, 수/탐 (30)
※ (수학, 탐구) 중고득점 영역반영

2022학년도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수능(일반전형)

2023학년도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전형 안내

수 시

수시 1,960명 수능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학생부
종합

학교장추천

교과면접
고른기회

특성화고교

학생부
교과

사회적배려대상자 35
농어촌학생 93

특수교육대상자 46

크리스천리더 52
명지인재서류 254

명재인재면접 372

성인학습자 44
특성화고등졸재직자 147

295

279
97

37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100%일괄

1단계성적70% + 면접30%2단계
학생부(교과) 100%1단계 5배수

1단계성적70% + 면접30%2단계
서류100%1단계 4배수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100%일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수시모집 전형 간 중복지원 가능

실기우수자 128

문학, 바둑, 뮤지컬특기자 18

체육특기자 13

• 디자인학부, 예술학부(피아노, 성악,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 뮤지컬공연전공)
실기70% + 학생부(교과)20% + 출결10%일괄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축구, 농구, 배구

1단계성적70% + 면접30%2단계
서류100%1단계 4배수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빙서류

• 스포츠학부(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수영(경영), 스키, 빙상(피겨),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실적50% + 면접20% + 학생부(교과) 20% + 출결10%일괄

• 스포츠학부(스포츠지도학전공) -테니스, 골프

실기/실적
위주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서 제출 (원서접수 후)

학생부(교과)
100%

* 학교별추천인원:최대20명

학업역량과 인성이 타의모범이되어
소속(졸업)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대학교에서 규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학과 출신자

학교장추천 295명 특성화고교 37명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교과

1단계(5배수) 2단계

성인학습자 44명

고등학교졸업학력과동등이상의
학력이인정되는자

[국가보훈자격기준해당자],
[기회균형자격기준해당자],

[농어촌학생자격기준해당자]
중하나에해당하는자

고등학교졸업학력과동등이상의
학력이인정되는자로해당학년도

입학일기준만30세이상의
성인학습자

일반고직업훈력위탁생,
산업수요맞춤형고졸,

특성화고등을졸업하고산업체
근무경력이3년이상인자

장애인으로등록된자
또는상이등급자

학생부(교과)
70%

30%
면접

학생부(교과)
100%

교과면접 279명 고른기회 97명 특성화고등졸재직자 147명 특수교육대상자 46명

전년도 면접고사 질문문항 입학처 홈페이지 제공
면접의 영향력 높음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교과

학년별반영비율 반영교과 점수산출활용지표
1학년 2학년 3학년(1학기)

100%
(학년별가중치없음)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인문사회계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자연공학계열

국어, 영어예체능계열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생부 등급별 환산점수 및 성적 산출방법
등급

환산점수
1

100
2

99
3

97
4

94
5

90
6

80
7

60
8

30
0

0

∑(반영교과별 반영과목 등급별 환산점수 X 이수단위)

∑(반영교과별 반영과목 이수단위) 반영교과 내 모든 이수과목 이수단위의 합 X 0.05
가산점

가산점 반영 시 진로선택과목을 포함한 반영교과 내 모든 이수과목 이수단위의 합을 적용

해외고 출신자는 이수한 모든 과목의 성적 반영

고교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반영

반영교과 내진로선택과목 상위성취도 2과목 추가 반영

반영교과별 상위등급 4과목 성적반영(한국사는 사회교과에포함)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전형)는 전 과목 반영(전문교과포함)



전형 안내

수 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지원현황

전형명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증감 비고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학생부
교과

학교장추천 241 3,072 12.75 306 1,725 5.64 ▼7.11 학생부교과(교과성적)

교과면접 409 4,387 10.73 290 2,854 9.84 ▼0.89

고른기회 105 985 9.38 105 845 8.05 ▼1.33

특성화고교 39 778 19.95 39 766 19.64 ▼0.31

성인학습자 44 160 3.64 45 152 3.38 ▼0.26

특성화고등졸재직자 147 645 4.39 147 895 6.09 ▲1.70

특수교육대상자 46 145 3.15 46 183 3.98 ▲0.83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면접
761 7,207 9.47

394 5,018 12.74 ▲3.27
학생부종합(명지인재)

명지인재서류 287 3,135 10.92 ▲1.45

크리스천리더 60 428 7.13 52 541 10.40 ▲3.27

사회적배려대상자 35 421 12.03 35 733 20.94 ▲8.91

농어촌학생 106 683 6.44 106 658 6.21 ▼0.23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111 2,980 26.85 114 2,886 25.32 ▼1.53

특기자 36 245 6.81 36 221 6.14 ▼0.67

총계 2,140 22,136 10.34 2,002 20,612 10.30 ▼0.04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최종등록자 기준 <인문>
모집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번호

전과목 상위등급 4과목
평균 최저 평균 최저

국어국문학과 4 4.3 12 3.23 3.65 2.91 3.25
중어중문학과 5 4.2 8 3.49 4.21 3.23 3.94
일어일문학과 5 5.0 14 3.18 3.72 2.80 3.31
영어영문학과 9 5.9 33 2.97 3.62 2.37 2.75
아랍지역학과 4 4.3 9 3.44 5.36 2.98 5.00

사학과 4 3.8 6 2.44 2.55 2.14 2.25
문헌정보학과 4 5.8 14 2.56 2.93 2.27 2.50
미술사학과 4 3.3 6 4.06 5.29 3.63 4.56

철학과 4 3.8 1 2.80 3.04 2.25 2.38
문예창작학과 5 10.8 1 2.67 3.04 2.24 2.56

행정학과 9 5.1 30 2.68 3.90 2.20 3.50
경제학과 7 5.9 15 2.52 3.18 1.99 2.63

정치외교학과 9 9.6 28 2.54 2.93 2.17 2.50
디지털미디어학과 5 8.0 10 2.27 2.68 1.79 2.19

아동학과 4 4.5 10 3.55 4.52 3.09 4.31
청소년지도학과 4 4.0 9 4.56 5.57 4.11 5.38

경영학과 18 9.1 81 2.26 2.61 1.87 2.13
국제통상학과 9 6.3 32 2.46 2.85 2.07 2.31
경영정보학과 5 9.4 14 2.43 2.59 2.06 2.25

법학과 9 4.2 23 3.15 4.56 2.74 3.75
전공자유학부(인문) 13 5.2 38 2.68 3.46 2.23 2.75
융합전공학부(인문) 7 4.6 16 2.82 3.36 2.29 2.56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5 9.0 7 2.27 2.77 2.06 2.44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7.0 15 2.54 2.73 1.92 2.19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5.0 4 2.58 3.04 2.06 2.31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인문>반영교과 상위 4과목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최종등록자 기준 <자연>
모집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번호

전과목 상위등급 4과목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수학과 4 4.0 11 2.98 4.39 2.59 4.06
물리학과 4 7.5 16 3.21 3.35 2.65 2.81
화학과 4 6.8 10 2.55 2.88 2.20 2.44

식품영양학과 5 4.4 11 3.01 3.61 2.50 3.00
생명과학정보학과 7 3.6 17 4.29 6.36 3.81 5.75

전기공학과 7 4.0 20 4.08 6.24 3.62 5.88
전자공학과 11 4.5 29 2.77 3.43 2.28 2.75
화학공학과 6 4.0 16 2.98 3.71 2.68 3.50

신소재공학과 6 4.3 15 3.69 4.42 3.27 4.00
환경에너지공학과 8 3.9 19 2.93 3.96 2.50 3.63

컴퓨터공학과 13 7.6 32 2.25 2.71 1.89 2.25
토목환경공학과 7 3.7 11 3.48 4.13 2.99 3.63

교통공학과 5 6.6 20 3.38 3.97 2.68 2.75
기계공학과 10 3.5 24 3.89 5.08 3.47 4.88

산업경영공학과 8 3.8 11 3.85 4.45 3.51 4.25
융합공학부 4 3.0 5 3.84 4.45 3.59 4.31

정보통신공학과 13 5.6 24 2.70 3.12 2.30 2.50
전공자유학부(자연) 11 3.9 23 3.68 4.35 3.16 4.19

건축학부(건축학전공) 8 8.3 29 2.75 3.28 2.43 2.88
건축학부(전통건축전공) 2 5.5 0 3.19 3.28 2.63 2.69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3 6.7 3 2.58 2.62 2.25 2.31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자연>반영교과 상위 4과목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최종등록자 기준 <인문>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순위

1단계합격최저
(상위등급4과목)

상위등급 4과목
평균 최저

국어국문학과 5 8.0 1 3.06 2.40 2.63
중어중문학과 5 8.0 5 3.44 2.46 3.06
일어일문학과 5 10.4 0 3.56 2.24 2.94
영어영문학과 10 10.5 5 2.88 2.26 2.88
아랍지역학과 5 7.4 2 3.31 2.44 2.94

사학과 5 9.6 2 2.75 2.24 2.50
문헌정보학과 5 7.6 4 3.00 2.49 3.00
미술사학과 5 7.2 0 4.00 2.41 3.00

철학과 5 9.0 3 2.81 2.18 2.63
행정학과 10 8.4 10 2.88 2.38 2.56
경제학과 5 10.2 1 3.19 2.34 2.44

정치외교학과 10 8.7 6 2.94 2.59 2.88
디지털미디어학과 5 19.2 5 2.69 2.26 2.50

아동학과 5 8.0 1 3.13 2.34 2.63
청소년지도학과 5 12.0 2 2.75 2.35 2.75

경영학과 10 16.5 4 2.69 2.36 2.56
국제통상학과 10 14.8 3 3.13 2.45 3.00
경영정보학과 5 12.6 0 2.94 2.49 2.69

법학과 10 9.6 9 2.75 2.42 2.63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10 10.2 6 3.19 2.45 3.19

응용소프트웨어전공 5 10.6 8 3.06 2.33 3.06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5 8.4 2 3.25 2.28 2.50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인문>반영교과 상위 4과목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최종등록자 기준 <자연>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순위

1단계합격최저
(상위등급4과목)

상위등급 4과목
평균 최저

수학과 5 5.8 6 4.25 3.41 3.88
물리학과 5 4.6 4 5.19 2.98 3.38
화학과 5 8.6 1 3.81 2.64 2.88

식품영양학과 5 8.4 5 3.50 2.43 2.94
생명과학정보학과 5 8.4 6 3.06 2.31 2.69

전기공학과 5 16.2 2 3.06 2.60 3.06
전자공학과 10 12.2 12 2.94 2.63 2.94
화학공학과 5 6.0 3 3.44 2.53 2.88
신소재공학과 5 6.0 4 4.88 2.53 2.94

환경에너지공학과 10 7.0 9 3.13 2.71 3.06
컴퓨터공학과 10 11.0 7 2.88 2.38 2.81
토목환경공학과 5 9.8 2 3.44 2.96 3.44
교통공학과 5 13.4 3 3.50 3.28 3.38
기계공학과 10 6.9 11 3.38 2.88 3.38

산업경영공학과 10 8.5 4 3.38 2.94 3.19
정보통신공학과 10 9.5 7 3.31 2.80 3.13

바둑학과 10 3.2 2 7.75 3.86 5.13
예술학부(영화전공) 10 13.3 9 2.50 2.06 2.50
건축학부(건축학전공) 5 13.8 3 2.88 2.18 2.56
건축학부(전통건축전공) 4 7.8 1 3.06 2.23 2.94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5 13.6 7 3.31 2.41 3.31

국제학부 1 6.0 0 4.64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교과(교과면접전형)                                <자연>반영교과 상위 4과목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종합

1단계(4배수) 2단계

70%
1단계 성적

30%
면접

서류
100%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이상의학력이
인정되는 자로3학년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 3개학기이상있는자

순수복음주의 기독교 세(침)례교인으로 기독교 관련교단의
목회자가 확인한 자

명지인재면접 372명 크리스천리더 52명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종합

일괄

명지인재서류 254명 사회적배려대상자 35명 농어촌학생 93명

고등학교졸업(예정)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과
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되는자로3학년1학기까지

학교생활기록부가3개학기이상있는자

15년이상재직중인직업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의자녀, 다자녀(3자녀)가정의자녀,

제3국출생북한이탈주민의자녀,
다문화가정의자녀, 의사상자및그의자녀

농어촌지역에소재하는(초), 중, 고전교육과정을
연속으로이수하고거주한자

서류
100%



명지인재면접전형 명지인재서류전형
크리스천리더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학생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종합

전형방법 이원화

서류 100%1단계 4배수

1단계 성적 70% + 면접 30%2단계

수능 이후 면접

학교생활기록부

인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20% 20% 30% 30%

서류 100%일괄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인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20% 30% 30% 20%

단 계

자기소개서 유무

면접 유무

제출서류

서류평가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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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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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는 태도

관심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정 및성취수준
문제 상황에 직면 했을 때 해결책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노력한 경험

학업의 심화 및 확장 정도
학업의지 및노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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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전공관련 학업 외적인 활동의 내용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전공관련 이수 과목 및과정

성실성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계열학업성취도

학업태도

전공관련 교과이수 및 과정

전공관련 활동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종합
서류 평가 요소

학업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전형 안내

수 시

학생부종합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솔직하게 써야해요!

이건 꼭 피해서
써야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

표절, 대리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

대필, 허위작성 검증 후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기재금지 사항

교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

성적, 논문 등재, 학위발표, 도서출간,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나 등록, 해외 활동 실적,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어학연수)

출신학교, 지원자 성명,
부모(친인척 포함) 실명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성의 있게 써야해요!

자기소개서 2개 문항 중
1개 문항이라도

50자 미만 입력 시 불합격



학생부교과 면접 학생부종합 면접

전형 안내

수 시

면접평가 안내
블라인드 면접 꼭 기억해요!

지원자 이름 / 수험번호 / 출신고교 / 부모(친인척 포함)실명 및 직업명, 직장명, 직위 등 언급 금지

수능 이후

10분 내외

학교생활기록부

없음

면접위원 2명
학생1명당

인성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면접시기

면접위원

면접시간

참고자료

평가항목

평가자료

수능 이전

5분 내외

평가위원 사전 평가자료 없음

면접기초자료작성(20분)

면접위원 2명
학생1명당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2~3문항
A4용지 한장분량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전형)                           <인문>반영교과 전과목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번호 최고 평균 최저

국어국문학과 6 9.2 5 2.85 3.65 5.97
중어중문학과 6 17.2 3 3.10 5.28 6.56
일어일문학과 6 25.2 3 3.53 4.78 7.01
영어영문학과 14 11.2 19 2.71 3.54 5.43
아랍지역학과 6 8.3 2 2.84 4.62 5.56

사학과 6 22.7 2 2.59 2.89 3.20
문헌정보학과 6 12.3 12 2.72 3.24 3.77
미술사학과 4 8.4 0 2.94 3.49 3.86

철학과 4 12.0 2 3.09 3.80 4.29
행정학과 14 11.5 5 2.94 3.32 3.62
경제학과 14 11.6 8 3.08 3.66 5.01

정치외교학과 14 8.9 5 2.63 3.18 5.35
디지털미디어학과 6 28.2 3 2.88 3.02 3.26

아동학과 6 14.2 6 3.13 3.51 3.93
청소년지도학과 6 25.8 3 3.06 3.49 4.76

경영학과 14 17.9 9 2.81 3.11 3.32
국제통상학과 14 9.3 6 3.09 4.15 5.56
경영정보학과 6 17.5 1 3.28 3.65 4.08

법학과 14 9.9 6 2.68 3.18 3.56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6 21.7 9 3.06 4.15 5.77

응용소프트웨어전공 6 11.2 9 3.11 3.24 3.39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6 9.2 7 2.92 3.69 4.45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명지인재면접전형)                           <자연>반영교과 전과목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번호 최고 평균 최저

수학과 6 9.0 9 3.12 3.23 3.31
물리학과 6 7.0 6 3.08 4.01 4.44
화학과 6 9.9 3 3.12 3.38 3.57

식품영양학과 6 12.8 9 3.60 3.76 4.18
생명과학정보학과 14 19.9 14 2.90 3.24 3.59

전기공학과 14 7.1 20 3.09 3.95 4.85
전자공학과 14 8.6 21 3.00 3.41 4.01
화학공학과 14 9.6 6 2.80 3.35 4.23

신소재공학과 14 10.6 10 2.70 3.36 4.20
환경에너지공학과 14 12.1 18 2.92 3.39 3.97

컴퓨터공학과 14 18.2 17 2.70 3.60 4.57
토목환경공학과 14 10.8 27 3.57 4.23 5.19

교통공학과 6 8.2 5 4.05 4.25 4.67
기계공학과 14 11.1 19 3.07 3.46 4.01

산업경영공학과 14 6.9 9 3.40 3.90 5.39
정보통신공학과 14 9.6 22 3.36 3.89 4.39

전공자유학부(자연) 14 13.1 10 2.88 3.34 3.73
건축학부(건축학전공) 6 11.5 1 3.57 3.80 4.14

건축학부(전통건축전공) 6 34.0 10 3.23 3.57 4.02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전형)                           <인문>반영교과 전과목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번호 최고 평균 최저

국어국문학과 5 9.6 15 2.74 3.00 3.41
중어중문학과 5 14.4 9 3.36 4.31 6.26
일어일문학과 5 20.0 13 3.40 4.16 5.75
영어영문학과 8 11.9 3 2.57 3.21 5.34
아랍지역학과 5 7.2 4 3.40 4.02 5.96

사학과 5 16.2 8 2.68 3.05 3.63
문헌정보학과 5 14.6 5 2.60 2.88 3.09
미술사학과 3 8.3 0 2.54 2.92 3.30
철학과 3 9.0 2 2.32 2.97 3.30
행정학과 8 12.8 12 2.58 2.90 3.27
경제학과 6 12.2 11 2.86 3.49 5.53

정치외교학과 8 8.0 7 2.87 3.08 3.30
디지털미디어학과 5 25.4 7 2.24 2.55 2.90

아동학과 5 10.2 5 2.67 2.94 3.34
청소년지도학과 5 16.0 3 2.80 3.36 3.66

경영학과 12 16.9 19 2.40 2.77 3.18
국제통상학과 8 10.1 11 2.66 2.97 3.23
경영정보학과 5 11.8 4 2.72 3.19 3.62

법학과 8 11.0 15 2.53 3.06 3.82
전공자유학부(인문) 12 9.1 5 2.50 3.08 3.41
융합전공학부(인문) 12 9.5 12 2.76 3.12 3.84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5 20.0 1 2.71 2.95 3.19
응용소프트웨어전공 4 9.5 6 2.90 3.16 3.70
데이터테크놀로지전공 4 8.0 8 3.22 3.69 4.07



전형별 성적 결과

수 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명지인재서류전형)                           <자연>반영교과 전과목

모집단위 모집인원 경쟁률 최종합격
예비번호 최고 평균 최저

수학과 5 6.2 12 2.96 3.51 3.79

물리학과 5 5 12 3.88 4.28 4.80

화학과 5 8.6 3 2.94 3.12 3.50

식품영양학과 5 11.6 4 3.07 3.49 3.77

생명과학정보학과 6 17.5 5 2.61 2.91 3.19

전기공학과 6 6.5 7 3.25 3.96 4.65

전자공학과 6 8.5 15 3.11 3.64 3.85

화학공학과 6 8.7 14 2.52 2.99 3.21

신소재공학과 6 9 12 3.16 3.50 3.68

환경에너지공학과 6 11.7 15 2.98 3.22 3.56

컴퓨터공학과 12 15.9 31 2.50 3.14 3.73

토목환경공학과 6 9 14 3.96 4.24 4.72

교통공학과 5 5.6 9 3.63 3.88 4.13

기계공학과 6 9.3 18 2.80 3.28 3.63

산업경영공학과 6 6 16 2.95 3.86 5.10

융합공학부 12 6.3 11 3.20 3.85 5.19

정보통신공학과 12 8.1 22 2.98 3.52 4.01

전공자유학부(자연) 12 5.8 10 3.10 3.56 4.20

건축학부(건축학전공) 6 15 6 2.55 2.98 3.17

건축학부(전통건축전공) 3 10.7 4 3.44 3.61 3.81



전형 안내

수 시

이런 인재에게 추천합니다!

수시 지원전략

학교장추천

명지인재서류교과면접

명지인재면접

명지대학교 수시 전형

교과 성적
우수

기본 학업역량

학업역량과
전공에 대한

관심과 노력 확인 가능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업역량 다소 부족
뛰어난 잠재역량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 자신의 역량 표현 가능

면접을 통해
면접을 통해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전형 안내

구 분

문예창작학과, 디자인학부(영상디자인전공),
예술학부(영화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바둑학과, 예술학부(피아노전공)

예술학부
(성악,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 뮤지컬공연전공)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스포츠학부(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수능 위주

실기/실적
위주

학생부
교과

일 반

실 기

실기우수자

성인학습자

특성화고등졸재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나군

다군

다군

나군

다군

나군

가군

226

56

52

◎

15

29

◎

295

270

수능 100%일괄

수능 100%일괄

학생부(교과) 100% (5배수)1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2단계

수능 60%
+ 실기 40%

일괄

수능 80%
+ 실기 20%

일괄

세부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및 실질반영비율

정 시

정시 943명
수능성적 활용지표 : 백분위



전형 안내

정 시

정시 수능성적 반영방법

전형명

인문사회계열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수능성적

총점 비 고모집계열/단위

자연공학계열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문예창작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디자인학부(영상디자인전공)

스포츠학부
예술학부(영화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바둑학과

예술학부(피아노, 성악,
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

뮤지컬공연전공)

수능
일반

농어촌학생

수능
특성화고교

수능
실기

실기/실적
실기우수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 과학 직업
한국사

30% 30%
20% 20%

25% 35%

35% (30%) 35%

가산점

(30%)

30% 30%
20% 20%

25% 35%

30% 30%
20% 20%

25% 35%

50% 50%

50% 50%

1,000점

1,000점

1,000점

600점

200점

고득점 영역 반영
수학, 탐구중

600점으로 환산

수능성적 활용지표 : 백분위



전형 안내

정 시

정시 선택과목 반영방법

영어 및 한국사 영역 등급별 반영점수 및 가산점
등 급

영어
반영점수

한국사
가산점

1 2 3 4 5 6 7 8 9

100 98 96 90 80 60 40 20 0

3 2

영 역

계열별 선택과목 제한 및 가산점 없음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택1

반영방법 비 고

자연공학 계열 : 과학탐구 선택 시 취득점수의 10% 가산점 적용

수학

탐구 상위1과목점수반영
수능(특성화고교전형)은

사회, 과학, 직업구분없이택1

수능성적 활용지표 : 백분위



전형 안내

정 시

군

가군

모집단위

나군

다군

전기전자공학부,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컴퓨터공학과, 토목교통공학부,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융합공학부,
반도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자연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통건축전공),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자연캠퍼스

인문캠퍼스

어문학부, 인문학부, 미래사회인재학부, 청소년지도·아동학부, 디지털미디어학과

경영대학, 법과대학,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융합소프트웨어학부
인문캠퍼스

* 농어촌학생, 성인학습자, 특성화고교,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의경우수시모집이월인원발생시해당모집군모집단위에서모집예정

[일괄]  수능 100%

수능 일반전형 791명



전형 안내

정 시

군 모집단위

나군

다군

문예창작학과
인문캠퍼스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디자인학부(영상디자인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예술학부(영화전공)

스포츠학부(체육학/스포츠산업학전공)
자연캠퍼스

[일괄]  수능 60% + 실기 40%

수능 실기전형 108명



전형 안내

정 시

나군

다군

바둑학과, 예술학부(피아노전공)
자연캠퍼스

예술학부(성악/아트앤멀티미디어작곡/뮤지컬공연전공)
자연캠퍼스

군 모집단위

[일괄]  실기 80% + 수능 20%

수능 실기/실적(실기우수자)전형 44명



명지대학교
입시관련
궁금한 것이 있다면!

Q&A 입시관련 문의

전형 유형별 상담
학생부 종합

인재발굴팀 02-300-1797 / 1844

학생부 교과 : 수능 위주/실기/실적 위주

입학관리팀 02-300-1799 / 1800

비대면상담

http://iphak.mju.ac.kr

대면상담 2022.05 ~ 2023.02

1:1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생각





나의 개성과
성향에 맞는
미래 설계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로운 생각

나의 개성과
성향에 맞는
미래 설계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

Z세대가 기다려 온 MJ 세대

명지대학교에서
세상의 혁신을 만들어 갈 MJ세대가 되어주세요!

2023년 Generation MJ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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