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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주요 변경 사항

가 모집단위 명칭 변경

▶ 강원대학교 구조혁신 결과 모집단위 변경: 변경 9개, 신설 2개  

※ 자유전공학부 신설

  - 무전공 입학 후 2학년 진급 시 전공 배정 및 학적 변경
  - 진급 가능 전공은 진급 대상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 5% 이상 최대 30% 이내 배정
  - 문의: 033-250-7450(춘천캠퍼스), 033-570-6457(삼척캠퍼스)

구 분 변경 전(2018학년도)

⇨

변경 후(2019학년도) 비 고

춘천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변경

화학과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
생화학과

평생학습중심학부(농생명산업학전공)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시설농업학전공)

〃
평생학습중심학부(시설농업학전공)

-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신설

삼척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변경
기계설계공학과

재료융합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재료금속공학전공)

신소재공학과 〃

컴퓨터·미디어·산업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전공, 미디어공학전공)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공학부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산업경영공학전공)

〃

-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신설

나 수능 반영 방법 변경

변경 전(2018학년도)

⇨
변경 후(2019학년도)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사회탐구를 반영하는 영역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 중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사회탐구를 반영하는 영역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 중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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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모집 인원

 모집단위별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하며, 모집인원(정원 외 포함)은 추후 공고함.
 ※ 추가모집 공고일 이후 등록 포기 환급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 

 ※ 미충원 인원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음.

캠퍼스
단과
대학

계열
모집
단위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소계정원내 정원외

수능(일반) 수능(농어촌학생) 수능(기초차상위) 재직자

춘천

경영
대학

인문

사회

 경영·회계학부 경영학교육인증

   경영학전공 교직

   회계학전공 교직

 경제·정보통계학부
   경제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소계

공과
대학

공학
교육
인증

공학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교육인증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
   기계의용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화학생물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생물공학전공

소계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자연

과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교직

   식품생명공학전공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교직

   응용생물학전공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원예과학전공 교직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지역건설공학과 교직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에코환경과학전공

소계

동물
생명
과학
대학

자연

과학

 동물산업융합학과

 동물응용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교직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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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단과
대학

계열
모집
단위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소계정원내 정원외

수능(일반) 수능(농어촌학생) 수능(기초차상위) 재직자

춘천

문화
예술
대학

예체능

 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발레전공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미술학과 교직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한국화전공

 스포츠과학과 교직

 음악학과 교직

   관현악전공(관악)
   관현악전공(현악)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인문
사회  영상문화학과

소계

사범
대학

인문

사회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자연

과학

 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전공
   화학교육전공

 수학교육과

예체능  체육교육과

소계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

 문화인류학과

 부동산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심리학부
   행정학전공
   심리학전공 교직

소계

산림
환경
과학
대학

자연

과학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전공
   산림자원학전공
   산림환경보호학전공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소재공학전공
   제지공학전공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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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단과
대학

계열
모집
단위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소계정원내 정원외

수능(일반) 수능(농어촌학생) 수능(기초차상위) 재직자

춘천

수의과
대학

자연
과학  수의예과

소계

간호
대학
간호
교육
인증

자연

과학

 간호학과(인문사회계열) 교직

 간호학과(자연과학계열) 교직

소계

의생명
과학
대학

자연

과학

 분자생명과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생물의소재공학과

 의생명융합학부
   시스템면역과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소계

인문
대학

인문

사회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직

   영어영문학전공 교직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교직

   일본학전공 교직

   철학전공
   사학전공 교직

소계

자연
과학
대학

자연

과학

 물리학과 교직

 생명과학과 교직

 수학과 교직

 지질·지구물리학부
   지구물리학전공
   지질학전공 교직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소계

IT
대학

자연

과학

 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소계

독립
학부

자연

과학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시설농업학전공

소계

인문
사회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연
과학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소계

춘천캠퍼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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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단과
대학

계열
모집
단위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소계정원내 정원외

수능(일반) 수능(농어촌학생) 수능(기초차상위) 재직자

삼척

공학

대학　
공학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공학교육인증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공학부      
    소프트웨어미디어융합전공
   산업경영공학전공

 신소재공학과 공학교육인증

 에너지공학부
   에너지자원융합공학전공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공학교육인증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소계

디자인

스포츠

대학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멀티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소계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영어전공
   지역경제전공

소계

도계

공학

대학　
공학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재난관리공학전공    

소계

디자인

스포츠

대학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소계

보건

과학

대학　
자연

과학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교직

 식품영양학과 교직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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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항

 1. 학사조직 개편 등으로 단과대학명, 계열명, 모집단위명 및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2019.3.1.자로 단과대학 통합(공과대학+문화예술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미래농업융합학부, 디자인스포츠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대학은 단과대학 명칭 변경 예정

2. 수능(기초차상위)는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을 의미함

 3. 입학 후 모집단위 내 전공 배정은 모집단위별 교육 여건(교수, 교육시설 등) 및 배정 원칙에 따라 결정됨

 4.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외에도 외국어 또는 컴퓨터 분야에서 졸업 자격 인증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음

 5. 경영학교육인증  표기된 학부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의 인증을 획득한 학부임

 6. 공학교육인증  표기된 대학 또는 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또는 학과임

 7. 건축학교육인증  표기된 학과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인증을 획득한 학과임

 8. 간호교육인증  표기된 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E)의 인증을 획득한 학과임

 9. 교직  표기된 학과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이며, 유아교육과는 사범계 학과임

캠퍼스
단과
대학

계열
모집
단위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소계정원내 정원외

수능(일반) 수능(농어촌학생) 수능(기초차상위) 재직자

도계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　

 관광학과 교직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교직

 일본어학과

소계

독립
학부

인문사회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소계

삼척캠퍼스(삼척+도계) 합계

춘천캠퍼스+삼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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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전형 개요

가.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나. 수능 성적 반영비율

캠퍼스 전형 계열/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실질 반영비율

총점
수능 면접

춘 천

일반

전형
수능(일반전형)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500점

(100%)
-

500점

(100%)

예체능

계열

스포츠과학과
160점

(100%)
-

160점

(100%)

체육교육과
300점

(100%)
-

300점

(100%)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140점

(100%)
-

140점

(100%)

무용학과, 음악학과
80점

(100%)
-

80점

(100%)

특별

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해당 모집단위
500점

(100%)
-

500점

(100%)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해당 모집단위

500점

(100%)
-

500점

(100%)

재직자전형 미래농업융합학부 -
100점

(100%)

100점

(100%)

삼 척

(도계

포함)

일반

전형
수능(일반전형) 모든 계열

500점

(100%)
-

500점

(100%)

특별

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해당 모집단위
500점

(100%)
-

500점

(100%)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해당 모집단위

500점

(100%)
-

500점

(100%)

캠퍼스 계열/모집단위 구분 수능 백분위 반영점수(반영비율)

춘천

 인문사회계
경영대학
문화예술대학(영상문화학과)
사범대학(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제외)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50

(30%)
100

(20%)
150

(30%)
100

(20%)

인문사회계
간호학과(인문사회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탐구 2과목

반영 점수
150

(30%)
100

(20%)
150

(30%)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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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계열/모집단위 구분 수능 백분위 반영점수(반영비율)

자연과학/공학계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농업자원경제
학부 제외)
동물생명과학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IT대학(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간호학과(자연과학계열)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학탐구 2과목

반영 점수
100

(20%)
150

(30%)
100

(20%)
150

(30%)

자연과학계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농업자원
경제학부)
산림환경과학대학
IT대학(컴퓨터학부)
사범대학(가정교육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00

(20%)
150

(30%)
100

(20%)
150

(30%)

자연과학계
수의예과
사범대학(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2과목

반영 점수
100

(20%)
150

(30%)
100

(20%)
150

(30%)

예체능계
문화예술대학(디자인학과, 미술학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또는 영어

반영 점수
80

(57.1%)
60

(42.9%)

예체능계
문화예술대학(무용학과, 음악학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또는 영어

반영 점수
50

(62.5%)
30

(37.5%)

예체능계
문화예술대학(스포츠과학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또는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60

(37.5%)
50

(31.25%)
50

(31.25%)

예체능계
사범대학(체육교육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반영 점수
100

(33.3%)
100

(33.3%)
100

(33.3%)

삼척

 공학계
공학대학

자연과학계
보건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00 150 100 150

예체능계
디자인스포츠대학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50 100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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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요강 교부 2019. 2. 19.(화)까지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다운로드

입학원서 접수
2019. 2. 17.(일) 09:00

∼ 2019. 2. 19.(화) 18: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 기관 온라인 접수만 시행

서류 제출
(해당자)

팩스 발송 기한 2019. 2. 19.(화) 18:00까지

▸ 팩스 번호

  - 춘천: 033-259-5519

  - 삼척: 033-574-6720

※ 팩스로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 제출 

원본 제출 기한
(우편 또는 방문제출)

2019. 2. 21.(목) 18:00까지

▸ 주소

  - 춘천: 24341)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입학과(춘천캠퍼스)  

  - 삼척: 25913)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입학과(삼척캠퍼스)

‣ 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 사정 대상 제외

▸ 2019.2.21.(목)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면접 고사      재직자전형 2019. 2. 20.(수) 14:00 이후

‣ 고사장 확인 2019.2.19.(화)

  (춘천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 오전/오후 진행(시간 선택 불 가)

‣ 문의처: 033-250-7773~4

※ 제출서류는 2019.2.20.(수) 면접고사 시 원본 제출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2019. 2. 22.(금) 10:00 이후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 개별 통보하지 않음
1차 충원 합격자 2019. 2. 23.(토) 21: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2019. 2. 24.(일) 21:00 까지

등록금 납부

최초 합격자 2019. 2. 23.(토) 16:00 까지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 입금자 명의가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무방

1차 충원 합격자 2019. 2. 24.(일) 16: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2019. 2. 25.(월) 16:00 까지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모집단위에 한하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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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  수험생 유의사항

 1.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19.2.17.(일) 09:00 ~ 2019.2.19.(화) 09:00 ~ 18:00까지

나. 복수 지원: 캠퍼스 간 복수지원 가능(춘천캠퍼스 1회, 삼척(도계포함) 캠퍼스 1회)
다.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1) 춘천캠퍼스: http://www.kangwon.ac.kr/admission01(문의: 033-250-6041~5)
 2) 삼척캠퍼스(도계 포함): http://www.kangwon.ac.kr/admission02(문의: 033-570-6555)
 3)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문의: 1544-7715)

라. 접수 절차 및 유의 사항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접속 -> 입학원서 접수 대행기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야 함(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는 원서접수 불가)
▼

강원대학교 캠퍼스 선택  -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도계 포함)의 위치와 모집단위가 다르므로 신중히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 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

원서 입력 및 사진 첨부
 -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전형유형, 모집단위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누락/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EG파일 형식)로 업로드 함

▼

원서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납부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기재사항 수정 불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항상 연락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전형료 결제
 -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전형료 납부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본인이 보관하며 실기고사 및 면접평가에 지참

▼

서류 제출
(해당자만)

※ 제출 서류 없을 시
입학원서는 제출하지 않음

- 팩스 발송기한: 2019.2.19.(화) 18:00(팩스로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 제출)
  [춘천캠퍼스 팩스번호] 033-259-5519   [삼척캠퍼스 팩스번호] 033-574-6720
- 원본 제출기한: 2019.2.21.(목) 18:00(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 원본 제출방법: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제출)

(발송용 봉투표지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등기우편 제출 주소
  [춘천캠퍼스] (우)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입학과(대학본부 5층)
  [삼척캠퍼스] (우) 2591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입학과(대학본관 3층)

▼

제출 서류 도착확인
- 등기우편 도착일 또는 방문 제출일 2일 이후 조회 가능
- 조회방법: 우리 대학(춘천/삼척) 홈페이지 → 입학 → 공지사항 (수험번호로 조회)

 지원자는 전형기간 중 추가모집 요강 및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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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형료 및 수수료 납부

▪ 전형별 전형료 및 수수료

(단위: 원)

구  분 전형료 수수료 결제 금액

 • 수능(일반전형)

 • 수능(농어촌학생전형)

 • 재직자전형

- 4,000 4,000

 •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 -

※ 원서접수 완료 후 수수료 반환 불가

 3. 복수지원 금지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등록/미등록에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충원합격 포함)이 있는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나.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 과정 중의 추가 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1) 추가모집 기간 전[2019. 2. 16.(토) 24:00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2) 산업대, 전문대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라.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마.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바.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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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일정

구  분 일  자 공  고 비  고

최초 합격자 발표 2019. 2. 22.(금) 10:00 이후

‣ 춘천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kangwon.ac.kr/admission01
‣ 삼척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kangwon.ac.kr/admission02

‣ 개별 통지하지 않음

 

최초 합격자 등록 2019. 2. 23.(토) 16:00 까지

1차 충원 합격자 발표 2019. 2. 23.(토) 21:00 이후

1차 충원 합격자 등록 2019. 2. 24.(일) 16: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발표 2019. 2. 24.(일) 21:00 이후

2차 충원 합격자 등록 2019. 2. 25.(월) 16:00 까지

 ※ 모든 지원자는 강원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된 합격자 명단(예비합격 후보자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2) 합격자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자는 입학 포기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합격 취소로  처리하며, 미등록으로 발생한 결원은 예비 합격 후보자로 충원

 3) 예비합격 후보자는 전형기간 동안 항상 전화 연락이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화번호 변경 및 
전화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4) 예비합격 후보자는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추가모집 지원 사실 포기 불가)

 5) 국가유공자 등 등록금 감면 대상자도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환불함.

    (환불은 3월 중 처리 예정)

 6) 등록금 납입액(2019학년도 기준)                                            (단위: 원)

     구분 

계열
단과대학(모집단위) 등록금

인문사회
경영대학, 문화예술대학(영상문화학과),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1,713,000

독립학부(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1,725,000

자연과학

독립학부(미래농업융합학부) 1,471,000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1,900,000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자연과학대학(수학과) 1,916,000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제외), 동물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가정
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산림환경과학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수학과 제외), 
보건과학대학

2,101,000

독립학부(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2,141,000

수의과대학 2,207,000

공학

공학대학(소프트웨어미디어·산업공학부) 2,171,000

IT대학(컴퓨터학부) 2,185,000

공과대학, IT대학(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레저스포츠학과) 2,219,000

예체능
문화예술대학(스포츠과학과), 사범대학(체육교육과) 2,219,000

문화예술대학(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디자인스포츠대학(멀티디자인
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연극영화학과)

2,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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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등록 금지

 1)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2)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입학취소’ 조치함

라. 부정행위자 처리

 1)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 누락, 허위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2)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3) 우리대학 및 타 대학에서 부정행위자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

마. 대학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가. 신청대상: 추가모집 등록금 납부자 중 등록을 포기하려는 자

나. 신청방법: 강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환불신청’ 클릭하여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다. 환불방법: 원서접수 시 기재한 환불계좌로 환불됨

라. 유의사항

 1)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음

 2) 추가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6. 온라인 성적 제공 동의

가. 대학입학 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학입학 전형 자료를 우리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받음

나. 제공 항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다. 온라인 제공 동의 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 입학원서를 접수하면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인적 사항: 수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번호

‣ 응시 사항: 응시 유형, 선택과목 

‣ 성적 사항: 영역별 / 과목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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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고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 본교는 대입전형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필수)

 ∎ 본교는 대입전형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이중등록 위반자 예방 
및 위반자 통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집시기, 수험번호, 대학
코드, 합격/예치금납부 여부, 접수장소, 접수 
및 등록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차수,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졸업연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가모집 지원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모집단위,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 및 
예치금납부 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정보 연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연락처, 이메일,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및 코드, 졸업(예정)연도, 
고교연락처,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진학어플라이 대입 원서접수 대행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동일(단, 주민등록번호 제외)

(주)진학어플라이 합격자통합관리시스템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전형, 지원모집
단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연락처, 주소,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학입학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전형 업무 수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전형-모집단위,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및 코드, 졸업(예정)연도, 
고교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취업
기간-취업사업체명 및 근무부서(해당자), 원서접수일시, 개
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10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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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 본교는 아래와 같이 장학, 학사, 등록, 통계업무,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선택)

 ∎ 본교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관련 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강원대학교 신한은행 학생증 겸용 신한은행체크카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과, 사진 입학~졸업 시까지

강원대학교 학생자치단체
(총학생회, 단대･학과 학생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성명, 학과, 연락처 입학 전까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학적, 장학, 등록, 기숙사 관리 부서 등)

학적부 생성, 장학생 선발, 
등록관리, 생활관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계좌
정보, 고교명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강원대학교 단과대학 및 학과(부)
안내 문자 발송 등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성명, 수험번호, (추가)연락처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강원대학교 국제어학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안내
(본교 등록자에 한함)

등록자성명, 학과, 연락처 입학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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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  전형 유형

 1. 수능(일반전형)-정원내                                 

가. 모집 인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정원 내 미충원 인원(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항목 해당자

 1) 춘천캠퍼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당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응시자

 2) 삼척캠퍼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당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중 1과목 이상 응시자

다.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방법

캠퍼스 전형 계열/모집단위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비율

총점
수능 면접

춘 천
일반
전형

수능(일반전형)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500점
(100%)

-
500점
(100%)

예체능계열

스포츠과학과
160점
(100%)

-
160점
(100%)

체육교육과
300점
(100%)

-
300점
(100%)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140점
(100%)

-
140점
(100%)

무용학과, 음악학과
80점

(100%)
-

80점
(100%)

삼 척
(도계포함)

일반
전형

수능(일반전형) 모든 계열
500점
(100%)

-
500점
(100%)

※ 일괄합산 전형 : 지원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선발

라. 전형 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9. 2. 17.(일) 09:00

∼ 2019. 2. 19.(화) 18: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 기관 온라인 접수만 시행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2019. 2. 22.(금) 10:00 이후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 개별 통보하지 않음

1차 충원 합격자 2019. 2. 23.(토) 21: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2019. 2. 24.(일) 21:00 까지

등록금 납부

최초 합격자  2019. 2. 23.(토) 16:00 까지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 입금자 명의가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무방

1차 충원 합격자 2019. 2. 24.(일) 16: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2019. 2. 25.(월) 16:00 까지

마. 제출 서류 : 없음

바. 평가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23쪽)

사. 선발 방법: 사정원칙 참조(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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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능(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가. 모집 인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지원 자격

※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 요건 등을 심사

※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

다.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방법

모집단위 전형방법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및 실질 반영 비율
총점

자격심사 수능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가/부
500점
(100%)

500점
(100%)

 ※ 일괄합산 전형 : 지원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선발

구 분 자격 요건

공통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한 자로서
   <유형Ⅱ> 또는 <유형Ⅰ>에 해당하는 자

< 유형Ⅱ >
학생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Ⅰ >
학생 본인과 부모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자 유의사항】

  ‣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 부여

 ‣ 2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도서‧벽지 포함) 초‧중‧고등학교이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도서‧벽지 포함)지역이어야 하며, 이후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사  유 부모에 해당하는 자

부모의 사망, 실종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의 이혼 이혼 시점부터 졸업일까지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입양자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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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형 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9. 2. 17.(일) 09:00

∼ 2019. 2. 19.(화) 18:00
‣ 입학원서 접수 대행 기관 온라인 접수만 시행

서류 제출

팩스 발송 기한 2019. 2. 19.(화) 18:00까지

▸ 팩스 번호
  - 춘천: 033-259-5519
  - 삼척: 033-574-6720
※ 팩스로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 제출 

원본 제출 기한
(우편 또는 방문제출)

2019.2.21.(목) 18:00까지

▸ 주소
  - 춘천: 24341)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입학과(춘천캠퍼스)  
  - 삼척: 25913)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입학과(삼척캠퍼스)
‣ 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 사정 대상 제외
▸ 2019.2.21.(목)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2019. 2. 22.(금) 10:00 이후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 개별 통보하지 않음

1차 충원 합격자 2019. 2. 23.(토) 21: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2019. 2. 24.(일) 21:00 까지

등록금 납부

최초 합격자  2019. 2. 23.(토) 16:00 까지 ‣ 각 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 입금자 명의가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무방

1차 충원 합격자 2019. 2. 24.(일) 16:00 까지

2차 충원 합격자 2019. 2. 25.(월) 16:00 까지

마. 제출서류

 
※¹ 지원자격 증빙서류

지원유형 증빙서류

< 유형Ⅱ >

ㆍ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 학교생활기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ㆍ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기재)
 ※ 주민등록이 말소(직권, 신고)된 경우 읍 면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유형Ⅰ >

< 공통 제출 서류 >
ㆍ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발급)
 ※ 학교생활기록부 우측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ㆍ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ㆍ부‧모와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사항 기재)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ㆍ부모가 사망(실종)한 경우: 사망(실종)한 부모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ㆍ부모가 이혼한 경우
 - 기본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발급)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지원자와 함께 거주(주소지 동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ㆍ입양(또는 친양자 입양):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1부
ㆍ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 2014년 2월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¹ 표 참조)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² 표 참조)

2019.2.1.(금) 이후 
발급 서류 ‣ 2014년 2월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¹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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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2019. 2. 19.(화) 18:00까지 각 캠퍼스로 FAX 제출하고 원본은 2019. 2. 21.(목) 18:00 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팩스로 서류를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반드시 서류가 위 제출기일까지 입학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됨)

  ‣ 지원자격 관련 제출 서류는 【2019. 2. 1.(금)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 기본증명서(제적등본)를 통하여 친권(양육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친권(양육권)의 증명은 학생 스스로 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직권, 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바. 평가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23쪽)

사. 선발 방법: 사정원칙 참조(25쪽)

 3.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정원외

가. 모집 인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지원 자격 

다.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

 ※ 일괄합산 전형 : 지원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선발

라. 전형 일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일정과 동일(18쪽 참조)

마. 제출서류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②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전형방법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및 실질 반영 비율
총점

자격심사 수능

일괄합산 100% 가/부
500점
(100%)

500점
(100%)

구분 대상 제출서류 비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2019.2.1.(금) 이후 
발급 서류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비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검정고시
합격자

 ‣ 2014년 이후 합격자 중 검정고시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자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 2014년 이후 합격자 중 검정고시 온라인 자료 
제공 비동의자

 ‣ 2013년 이전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자 전체
 ‣ 지원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 졸업(예정)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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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증빙서류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2019. 2. 19.(화) 18:00까지 각 캠퍼스로 FAX 제출하고 원본은 2019. 2. 21.(목) 18:00 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팩스로 서류를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반드시 서류가 위 제출기일까지 입학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됨)

▸ 지원자격 관련 제출 서류는 【2019. 2. 1.(금)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 국외고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어,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23쪽) 

사. 선발 방법: 사정원칙 참조(25쪽)

 3. 재직자전형-정원외                                                      

가. 모집 인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미충원 인원(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모집 단위: 춘천캠퍼스 미래농업융합학부(농생명산업학전공, 시설농업학전공)

다. 지원 자격: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의 재직자

자격 요건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

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

육과정으로운영되는학과포함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 수험생명의로발급받아야인정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서류는 복지급여 대상 

가구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

자활급여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수당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우선돌봄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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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

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예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전업농육성대상자 확인서 등
※ 4대 보험 미 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로 인정
※ 군복무 경력은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

  ‣ 재직기간 산정
   - 2019.3.1.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사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년·

월·일까지 계산 (예시)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 불가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 학생자격 유지기준: 학생은 대학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방법

전형방법
모집인원 대비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및 실질 반영 비율
총점

자격심사 면접

일괄합산 100% 가/부
100점
(100%)

100점
(100%)

※ 일괄합산 전형 : 지원자격 충족자를 대상으로 전형 총점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선발

마. 전형 일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일정과 동일(18쪽 참조)

바.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

 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온라인 전산자료 제공 거부자

 ‣ 전산자료 미제공 고등학교 출신자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②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해당자
필수

 ① 산업체 4대보험 가입 확인서(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1부

  -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발행) 1부

 ‣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②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 납세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1부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하는 공적증명서 1부(읍, 면, 동장 발행)

 ‣ 4대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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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면접고사 성적 반영방법

 1) 면접 일자: 2019. 2. 20.(수)

 2) 평가 방법: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개별면접(수험생 1인당 10분 이내, 블라인드 면접 실시)

 3)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점수 배점 비고

지원동기
열정 15

‣ 별도의 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목적 의식 15

학업계획
적성 35

역량 35

합  계 100

 4) 유의사항

  가) 면접평가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예비소집을 시행하지 않으니,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면접

대기실 위치 및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나) 수험생은 지원한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된 시각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각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다) 면접평가 당일 면접실에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절대 소지할 수 없음(단,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면접대기실 입실과 동시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대기 중인 타 수험생과 접촉,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제 유출 및 
면접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교환 행위 등)를 한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면접평가장에서 안내위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면접평가 시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재출력하여 
사용하고 고사 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원한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입학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아. 선발 방법: 사정원칙 참조(25쪽)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는 2019. 2. 19.(화) 18:00까지 FAX(033-259-5519) 제출하고 원본은 2019. 2. 21.(목) 18:00 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팩스로 서류를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반드시 서류가 위 제출기일까지 입학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됨)

▸ 제출 서류는 【2019. 2. 1.(금)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제출 서류는 【2019. 2. 20.(수)】 면접고사 시 원본 제출 

 ▸ 최종합격자는 2019. 3. 1.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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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ⅦⅦⅦⅦⅦⅦ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

1. 계열별 반영 방법 

※ 사회탐구 영역은 제2외국어/한문 영역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

※ 춘천캠퍼스 : 수능 성적 계열별 반영 영역 미 응시자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 됨

※ 삼척캠퍼스 : 수능 성적 계열별 반영 영역 중 1과목 이상만 응시하면 사정 대상임

캠퍼스 계열/모집단위 수능 백분위 반영점수(반영비율)

춘천

 인문사회계
경영대학, 문화예술대학(영상문화학과), 
사범대학(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제외),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50

(30%)
100

(20%)
150

(30%)
100

(20%)

인문사회계
간호학과(인문사회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탐구 2과목

반영 점수
150

(30%)
100

(20%)
150

(30%)
100

(20%)
자연과학/공학계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제외), 
동물생명과학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IT대학(전기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간호학과(자연과학계열),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과학탐구 2과목

반영 점수
100

(20%)
150

(30%)
100

(20%)
150

(30%)

자연과학계
농업생명과학대학(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산림환경과학대학, IT대학(컴퓨터학부), 
사범대학(가정교육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00

(20%)
150

(30%)
100

(20%)
150

(30%)

자연과학계
수의예과
사범대학(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2과목

반영 점수
100

(20%)
150

(30%)
100

(20%)
150

(30%)

예체능계
문화예술대학(디자인학과, 미술학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또는 영어

반영 점수
80

(57.1%)
60

(42.9%)

예체능계
문화예술대학(무용학과, 음악학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또는 영어

반영 점수
50

(62.5%)
30

(37.5%)

예체능계
문화예술대학(스포츠과학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또는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60

(37.5%)
50

(31.25%)
50

(31.25%)

예체능계
 사범대학(체육교육과)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반영 점수
100

(33.3%)
100

(33.3%)
100

(33.3%)

삼척
(도계
포함)

 공학계
공학대학

자연과학계
보건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과학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00 150 100 150

예체능계
디자인스포츠대학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반영 영역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2과목)

반영 점수 150 100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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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점 부여

 가. 대상: 자연과학/공학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수능 수학 가 및 과학탐구 응시자

  1) 수학 가: 반영 점수의 20%
  2) 과학탐구: 반영 점수의 10%(Ⅰ,Ⅱ구분 없음)
 나. 가산점 산출 방법: 반영점수 Ⅹ 가산 비율

3. 영어 반영 방법: 등급별 백분위 적용

등 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90점 이상
~

100점

80점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50점 이상
~

60점 미만

40점 이상
~

50점 미만

30점 이상
~

40점 미만

20점 이상
~

30점 미만

0점
~

20점 미만

백분위 100 97 94 84 81 78 75 72 40

점수차 3 3 10 3 3 3 3 32

4. 한국사 반영 방법

 - 등급별 가점 및 감점 부여

등 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40점 이상
~

50점

35점 이상
~

40점 미만

30점 이상
~

35점 미만

25점 이상
~

30점 미만

20점 이상
~

25점 미만

15점 이상
~

20점 미만

10점 이상
~

15점 미만

5점 이상
~

10점 미만

0점
~

5점 미만

감점방식 기준등급 -0.5 -1.0 -1.5 -2.0 -2.5

가중치방식 +1.5 +1.0 +0.5 기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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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ⅧⅧⅧⅧⅧⅧⅧ  사정 원칙

1. 모집단위별 선발 인원은 수시 및 정시모집의 미충원 인원으로 한다. 

2.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모집 인원의 100%를 선발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재직자 전형은 100% 면접고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3. 예비합격 후보자는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단, 지원 자격 미달자는 제외)

4.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미등록자 또는 등록 포기자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예비합격 

후보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충원 합격자를 선발한다. 

5. 입학사정 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1) 지원 자격 “부” 판정자

 2) 입학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제출한 자

 3) 수능 성적 계열별 반영 영역 미 응시자(춘천캠퍼스)

※ 삼척캠퍼스는 수능 성적 계열별 반영 영역 중 1과목 이상만 응시하면 사정 대상임

 4) 면접고사 결시자

 5) 부정행위를 한 자

6.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선발한다. 

  1) 수능 성적 반영 총점이 높은 자

  2) 수능 성적 영역별 반영 점수가 높은 자

    가)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모집단위는 수학가, 수학나, 국어, 과학탐구, 사회탐구 순으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순으로 반영 

점수가 높은 자

    나) 영어 반영 점수가 높은 자

  3) 위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시키되, 합격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2021학년도 모집 인원에서 감축

 7.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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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ⅩⅩⅩⅩⅩⅩⅩⅩⅩ  붙임

붙임1붙임1  입학원서 서식 및 작성 요령   

                                        

2019학년도 강원대학교 추가모집 입학원서

(춘천·삼척캠퍼스) 
                                    

 ◈ 강원대학교 및 타 대학 수시 합격 및 정시 등록 여부:  예 (  ),  아니오 (  )  수험번호
※

 ① 전형 유형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재직자전형

 ② 학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 여부 ○ 동의     ○ 거부

 ③ 수능 성적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 여부

 ※ “본 입학원서를 접수하면 수능 성적 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지원 모집단위
     (학과/학부)                   대학                     학과(학부)

지 

원 

자

성   명   (한글) 성 별 남 ․ 여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 × 4㎝)

(사진 업로드)

⑤ 주민등록
  번    호

-

⑥ 출신 고교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 예정, 졸업)
출신 고교
고유 번호

⑦ 검정고시 년  월  일         (            )지구 합격 
합격 지구

코드 번호

 출신 고교 전화번호   (          )          -  
⑧ 기숙사 입사
    희망 여부

희  망(    )

미희망(    )

 ⑨ 지원자
    주  소

 우편번호: (   -   )

 주    소:

 E-mail  :   

 ⑩ 전형 기간 중
    연락처

 자택 전화:                                          휴대 전화(본인): 

 휴대 전화(가족1):                                   휴대 전화(가족2):  

 ⑪ 세부지원사항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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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험  표

2019학년도 추가모집

전형 유형명

수험번호

성    명

모집 단위

                대학  

          학과(학부)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 cm × 4 cm)

(사진 업로드)

확 인

※ 사진 부착 본인 보관

(실기고사 시 지참)

강 원 대 학 교
(춘천·삼척캠퍼스)

 ■ 합격자 발표 

 - 최    초: 2019. 2. 22.(금) 10:00 이후

 - 충원 1차: 2019. 2. 23.(토) 21:00 이후

 - 충원 2차: 2019. 2. 24.(일) 21:00 이후

 

 

■ 등록금 납부 

 - 최    초: 2019. 2. 23.(토) 16:00 까지

 - 충원 1차: 2019. 2. 24.(일) 16:00 까지

 - 충원 2차: 2019. 2. 25.(월)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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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요령 】 

구  분 작성(입력) 방법

① 전형 유형
◦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재직자전형

② 학생부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 여부

◦ 해당란에 체크

③ 수능 성적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 여부

◦ 본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능 성적 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

④ 지원 모집단위 ◦ 지원하는 단과대학과 모집단위를 학과(전공) 또는 학부까지 선택

⑤ 주민등록번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입력

⑥ 출신 고교 및 고유 번호 ◦ 출신 고교를 클릭하면 출신 고교 고유 번호와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생성 

⑦ 검정고시 및 코드 번호 ◦ 해당 지구를 클릭하면 합격 지구 코드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

◈ 사진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 × 4㎝)을 업로드  하여야 함
  ※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사진을 JPG 또는 GIF파일로 입력하여야 함

⑧ 기숙사 입사 희망 여부
◦ 해당 부분에 희망/미희망 여부를 클릭
   ※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기숙사 입사 신청이 불가함

⑨ 지원자 주소
◦ 거주지의 도로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여 클릭하며, E-mail은 각종    

입시 정보 및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므로 정확히 입력

⑩ 전형 기간 중 연락처
◦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 및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택 및 휴대 전화번호(3개)를 입력

⑪ 세부지원사항
◦ 수능(일반전형),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수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형), 재직자전형 중 선택한 것을 입력

◈ 전형료 결제 ◦ 입학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전형료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

◈ 인터넷 원서 접수 작성시
   유의 사항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모집단위 등 원서 기재  
    사항이 틀렸더라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모집 안내를 정확히 숙지  
      하고 원서 접수(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는 우리 대학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 입력한 입학원서와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입력 착오, 입력 누락, 허위 기재 등)
 ◦ 모든 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수험표에 인터넷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학원서에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모든 고사 응시를 불어하고, 추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원서 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을 피하여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자 명단 확인
 ▸ 확인 방법: 우리 대학 홈페이지(입학안내) → ‘원서 접수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 유의 사항: 입학원서 접수 시 접수를 완료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였다 하더  

라도 입학원서 지원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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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붙임2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지  원  모  집  단  위

수  험  번  호 휴대전화

성         명 자택전화

졸업(예정)고등학교 졸업(예정) 연도

고등학교 주소 고등학교 전화번호

   ■ 지원자격 확인

구  분

(해당 사항에 V할 것)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

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한 자로서 <유형Ⅰ> 또는 <유형

Ⅱ>에 해당하는 자로, 출신 고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실거주를 확인받은 자 

(    )
유형 Ⅱ: 학생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유형 Ⅰ: 학생 본인과 부모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 사항

학교명 학교 주소 재학 기간
농ㆍ어촌학교
(○ / × 표기)

초

등

학

교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중

학

교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고

등

학

교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도(시)      시/군       읍·면  ~

 * 초등학교는 ‘유형 Ⅱ’에 해당하는 학생만 작성하시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은 2019학년도 강원대학교 추가모집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로서,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

인합니다. 상기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와 본 고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고등학교[ 직 인 ]

 

 강원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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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붙임3  입학관련 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캠퍼스]

가. 입학 관련 담당 부서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번호

• 입학고사 관리 입  학  과 6041~5 259-5519

•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재 무 과 7054 259-5516

• 주요 학사제도 학 사 지 원 과 6011~7 259-5505

• 장학금 지급, 학자금 융자 추천 학 생 과 6033~5 259-5507

• 학생생활관(기숙사)입사 안내 학 생 생 활 관 8052~3, 8073 259-5691

나. 춘천캠퍼스 학부(과)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경영
대학

경영·회계학부
경영학전공 6140

사회
과학
대학

문화인류학과 6870
회계학전공 6170 부동산학과 6830

경제·정보통계학부
경제학전공 6120 사회학과 6860
정보통계학전공 8430

신문방송학과 6880
관광경영학과 6160

국제무역학과 6180 정치외교학과 6840

공과
대학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6220

행정·심리학부
행정학전공 6810

토목공학전공 6230 심리학전공 6850
환경공학전공 6350

산림
환경
과학
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전공 8330

건축학과[5년제] 6210 산림자원학전공 8310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부

기계의용공학전공 6310 산림환경보호학전공 8360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6370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소재공학전공 8320

재료공학전공 6260 제지공학전공 8350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전공 6250 생태조경디자인학과 8340

산업공학전공 6280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8450

화학생물공학부
화학공학전공 6330 간호

대학 간호학과 8880

생물공학전공 6270

의생명
과학
대학

분자생명과학과 8540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6490 생명건강공학과 6470
식품생명공학전공 6450 생물의소재공학과 6560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6410

의생명융합학부
시스템면역과학전공 8380

응용생물학전공 6430 의생명공학전공 6480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원예과학전공 6420

인문
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8120
농업자원경제학전공 8660 영어영문학전공 8140

지역건설공학과 6460 불어불문학전공 8170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6440 독어독문학전공 8160
에코환경과학전공 8570 중어중문학전공 8180

동물
생명
과학
대학

등물산업융합학과 8620 일본학전공 8250
동물응용과학과 8630 철학전공 8230

동물자원과학과 8610 사학전공 8210

문화
예술
대학

디자인학과 8710

자연
과학
대학

물리학과 8460

무용학과 8740 생명과학과 8520

미술학과 8720 수학과 8410

스포츠과학과 6780
지질·지구물리학부

지구물리학전공 8580

음학과 8730 지질학전공 8550

영상문화학과 8750
화학·생화학부

화학전공 8480

사범
대학

교육학과 6650 생화학전공 8510

국어교육과 6610
IT대학

전기전자공학과 6290

역사교육과 6680 전자공학과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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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캠퍼스(도계 포함)]

가. 입학 관련 담당 부서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033)
FAX 번호

(지역번호: 033)

• 입학고사 관리 입  학  과 570-6555 574-6720

• 등록금 납부 및 환불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 570-6242 570-6794

• 주요 학사제도 교 학 지 원 과 ( 학 사 ) 570-6209~10 570-6214

• 장학금 지급
• 학자금 융자 추천

교 학 지 원 과 ( 장 학 ) 570-6218, 6220, 6461 573-8385

• 학생생활관(기숙사)
  입사 안내

삼 척 생 활 관 570-6471~5 570-6479

도 계 생 활 관 540-4460~4 540-4479

  

나. 삼척캠퍼스 학부(과)                                                      033-570-6***(학내 전화번호)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공학대학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 505

공학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 350

정보통신공학전공 400건축공학전공 520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418, 570건축학전공 590

소프트웨어미디어・
산업공학부

소프트웨어
미디어융합전공

370
540-3440기계시스템

공학부
기계공학전공 320

기계설계공학전공 330, 360 산업경영공학전공 580

신소재공학과 560, 410
디자인

스포츠대학

레저스포츠학과 660

에너지공학부
에너지자원융합

공학전공 305
멀티디자인학과 680, 830

생활조형디자인학과 690, 840
에너지화학공학전공 540

인문사회
과학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630

전기제어계측
공학부

전기공학전공 340 영어전공 650

제어계측공학전공 380
지역경제전공 640

독립학부 자유전공학부 457

다. 삼척캠퍼스(도계) 학부(과)                                               033-540-3***(학내 전화번호)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영어교육과 6630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8440

윤리교육과 6670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6380
일반사회교육과 6710

독립
학부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7774

지리교육과 6690 시설농업학전공 7773
한문교육과 6640

자유전공학부 7450
가정교육과 6740

과학교육학부 6730
수학교육과 6720

체육교육과 6790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대학 학과명 전화번호

공학대학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119

보건과학
대학

안 경 광 학 과 410
재난관리공학전공 140 응 급 구 조 학 과 340

디자인
스포츠대학 연 극 영 화 학 과 450 작 업 치 료 학 과 480

보건과학
대학

간 호 학 과 360 치 위 생 학 과 390

물 리 치 료 학 과 370

인문사회
과학대학

관 광 학 과 430

방 사 선 학 과 380 사 회 복 지 학 과 350

생 약 자 원 개 발 학 과 320 유 아 교 육 과 330

식 품 영 양 학 과 310 일 본 어 학 과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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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붙임4  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및 캠퍼스 안내도

춘천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전국에서 오시는 길

◦ 서울 → 서울춘천고속도로  → 강일 IC → 강촌 IC → 남춘천 IC → 조양 IC → 춘천분기점(춘천 IC) 

◦ 대구 → 중앙고속도로 → 춘천 IC → 춘천

◦ 부산 → 경부고속도로 → 대구 IC → 중앙고속도로 → 춘천

◦ 목포 → 호남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호법 JC → 영동고속도로 → 만종 JC → 중앙고속도로 → 춘천

◦ 인천 → 영동고속도로 → 호법 JC → 만종 JC → 중앙고속도로 → 춘천

  서울에서 오시는 길

◦ 고속도로 이용

 - 서울-춘천고속도로: 강일 IC → 미사 IC → 덕소 IC → 춘천 JC → 춘천 IC → 

   고속도로 출구에서 우회전(태백교 방향) → 석사사거리 → 강대 삼거리에서 우회전 → 강원대학교 정문

 - 경기 북부·남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 방면) → 강일 IC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동일 경로) 

◦ 시외버스 이용

 - 강변역(지하철 2호선) → 동서울터미널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1시간 10분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강원대학교: 택시 약 10분, 버스 약 20분 

 - 버스정류장[2056]: 하차하여 육교 건너서 7번 버스 ‘과학관 입구’에서 하차 

◦ 경춘선 전철 / ITX 이용
 - 전철 상봉역(경춘선) → 남춘천역(강원대): 1시간 18분

 - ITX 용산역(지하철 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1시간 10분

 - ITX 청량리역(지하철 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54분

 - 남춘천역 → 강원대학교: 택시 약 10분, 버스 약 20분

 - 버스정류장[2295]: 남춘천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 8번, 9번 버스 ‘강원대 후문’에서 하차 / 20번 버스 ‘과학관 입구’에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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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캠퍼스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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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오시는 길 
   고속도로 이용 
    – 영동·동해고속도로: 서울 ⇢ 강릉 ⇢ 동해 ⇢ 삼척
   시외버스 이용
    – 강남(영동선) ⇢ 삼척∙동해 ⇢ 삼척 ⇢ 본대학
   기차 이용 
    – 청량리 ⇢ 동해역 ⇢ 본대학(시내버스 약 20분 소요)
   자가용 이용 
    – 서울 ⇢ 중부고속도로 or 경부고속도로 ⇢ 호법JC ⇢ 영동ㆍ동해고속도로 ⇢ 강릉 ⇢ 동해 IC  ⇢ 삼척 

 전국에서 오시는 길 
   평택 ⇢ 38번국도 ⇢ 제천 ⇢ 태백 ⇢ 삼척 
   대구 ⇢ 익산포항고속도로 ⇢ 포항IC ⇢ 7번국도 ⇢ 울진 ⇢ 삼척 
   부산 ⇢ 7번국도 ⇢ 울산 ⇢ 포항 ⇢ 영덕 ⇢ 삼척 



- 35 -

              
삼척캠퍼스 안내도

 도계(삼척제2) 캠퍼스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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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삼척제2)캠퍼스 찾아오시는 길         

  삼척(태백방면, 38번국도) ⇢ 30분소요 ⇢ 도계 ⇢ 블랙밸리CC(들어가지 말고 직진하세요) ⇢ 도계캠퍼스 

  서울 ⇢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 영동고속도로(동해톨게이트, 삼척방면) ⇢ 도계 ⇢  블랙밸리CC ⇢ 도계캠퍼스

  평택 ⇢ 38번국도 ⇢ 제천 ⇢ 영월 ⇢ 사북 ⇢ 태백 ⇢ 도계 ⇢  블랙밸리CC ⇢ 도계캠퍼스

  대구 ⇢ 중앙고속도로 금호분기점(안동방면) ⇢ 영주IC(봉화.영주방면) ⇢ 태백 ⇢ 도계 ⇢  블랙밸리CC ⇢ 도계캠퍼스 

  부산 ⇢ 울산 ⇢ 포항 ⇢ 영덕 ⇢ 울진 ⇢ 삼척 ⇢ 도계 ⇢  블랙밸리CC ⇢ 도계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