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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안내사항

강원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을 축하합니다.

「미래 인재들의 현명한 선택」

국립 강원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세요!!

Ⅰ  주요 일정 및 문의처

 ○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예치금 고지서 출력 2019. 12. 16.(월) ~ 12. 17.(화)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2019. 12. 16.(월) 10:00 ~ 2019. 12. 17.(화) 16:00 충원 1차 합격자

등록 포기(환불) 신청 2019. 12. 16.(월) 10:00 ~ 2019. 12. 20.(금) 16:00

최종 등록금 납부 2020. 02. 05.(수) 09:00 ~ 02. 07.(금) 16:00

신입생 수강신청 2020. 02. 11.(화) 10:00 ~ 02. 12.(수) 17:00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0. 02. 28.(금)

입학식/개강 2020. 02. 28.(금) / 03. 02.(월)

 ○ 주요 문의처

문의 내용 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생활관(기숙사) 학생생활관 033)250-8073, 8052 http://knudorm.kangwon.ac.kr

장 학 금 학생과 033)250-6034, 6035 http://www.kangwon.ac.kr/www/contents.do?key=227&

등록금(예치금) 재무과 033)250-7054

기타 입학 문의 입학과 033)250-6041~5 http://www.kangwon.ac.kr/admiss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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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   ☎(033) 250-6041 입학과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 수시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 중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포기 및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Ⅲ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033) 250-7054 재무과

   등록 확인 예치금 고지서는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 2019. 12. 16.(월) 10:00 ~ 12. 17.(화) 16:00까지

 ※ 상기기간내예치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등록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함

※ 여러전형중복합격시하나의전형을선택(계좌번호다름)하여납부해야함

 ○ 납부금액 : ￦200,000원(金이십만원)

 ○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계좌 이체), CD/ATM, 고지서(직접 방문) 납부

※ 가상계좌예금주는학생본인이름이며입금자명은학생본인이아니어도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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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출력 화면

   

 ○ 예치금 납부 확인 방법: 납부 후 문자 메시지 발송 또는 영수증 출력

   

Ⅳ  등록 포기 및 예치금 환불         ☎(033) 250-7048/7054 재무과

 ○ 등록확인 예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등록 포기됩니다.

 ○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19. 12. 16.(월) 10:00 ~ 2019. 12. 20.(금) 16:00

    ※ 환불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시 이전 신청자는 당일 반환, 12시 이후 신청자는 익일 반환

    (단, 공휴일은 신청만 가능하며 익일 평일 반환)

  - 신청방법 :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angwon.ac.kr/admission01)



- 4 -

Ⅴ  최종 등록금 납부                 ☎(033) 250-7054 재무과

 ○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합격자는 아래와 같이 최종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확인 예치금은 최종 등록금 납부 개시일 전 

일괄 반환됩니다.

  - 납부기간 : 2020. 02. 05.(수) ~ 02. 07.(금) 16:00까지

※ 납부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해야 최종 등록자로 인정됨

  - 고지서출력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www.kangwon.ac.kr/admission01)

  - 납부금액: 미정(2020학년도 등록금 협의 중)

  ※ 전액장학금수혜대상자도10만원을납부하여등록확인을해야함(추후반환)

  - 납부방법: 인터넷뱅킹(계좌 이체), CD/ATM, 고지서(직접 방문) 납부

  - (참고) 2019학년도 등록금 납입액표
(단위: 원)

      구분
계열

춘천캠퍼스
등록금

단과대학 학과(부)

인문사회

경영대학 전 학과/부(경제·정보통계학부 제외)

1,713,000

문화예술·공과대학 영상문화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사회과학대학 전 학과/부

인문대학 인문학부

이학Ⅰ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1,471,000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1,900,000

전 학과/부(미래농업융학학부,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제외)

2,101,000

동물생명과학대학 전 학과/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산림환경과학대학 전 학과/부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생명과학대학 전 학과/부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부

이학Ⅱ

경영대학 경제정보통계학부

1,916,000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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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열

춘천캠퍼스
등록금

단과대학 학과(부)

공학
문화예술·공과대학 공학계열 학과/부 2,219,000

IT대학
전 학과/부(컴퓨터학부 제외) 2,171,000

컴퓨터학부 2,185,000

체육
문화예술·공과대학 스포츠과학과

2,219,000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예능 문화예술·공과대학 디자인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2,310,000

의학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207,000

인문사회
독립학부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1,725,000

자연과학 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 2,141,000

※ 2019학년도 기준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Ⅵ  장학금 신청                ☎(033) 250-6034, 6035 학생과

 ○ (국가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하여 선발하며 대학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2019.11.19.(화) ~ 12.17.(화) 18:00

                            (2차) 미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추후공지, ☏ 1599-2000)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유의사항 : 강원대학교 교내장학금 중 저소득층 장학금 장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오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중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 등록금 고지서 상 면제 처리  

 ○ (교내장학금)「강원대학교 장학금 지급 지침」에 따른 우선면제 장학금 

지급 대상은 아래 방법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0.1.23.(목)

  - 제출처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나래관 2층 학생과 교내장학담당자 앞

  - 제출서류(증명서 미제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지급 대상 제출 서류 비고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및 자녀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1부

소아암/백혈병 병력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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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생활관 안내        ☎(033) 250-8073(남), 8065(여) 학생생활관

 ○ 수시합격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누구나 생활관에 입사 할 수 있습니다. 

    - 입사를 원하는 수험생 :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생활관비 고지서를 

출력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 생활관비 납부를 포함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생활관 입사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사 대상자 조회 2019.12.23.(월) 15:00 이후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knudorm.kangwon.ac.kr생활관비 고지서 출력 및 수납 2019.12.24.(화) ~ 27.(금), 16:00

생활관 입사 기간 2020.02.27.(목) ~ 02.29.(토) 입실시간 9:00~17:00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수험번호와 생년월일)

    - 지정 기간 내 생활관비 미납자는 자동 입사 취소 처리 됨

 ○ 배정건물: 새롬관

    - 관리비: 561,390원(2020년도 1학기분/퇴사일 2020.6.19.)

     ※ 식비는 추후 공지 예정이며, 의무 선택식으로 최소 1일 1식은 해야 함

     ※ 2학기, 동·하계 신청기간에 연장 신청한 자는 1년간 거주 가능

 ○ 외국인 학생 룸메이트 운영(가칭 Serom English Zone)

    - 목    적: 외국인과 거주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 및 다문화 습득 기회 제공

    - 주요내용: Global Cafe운영 및 원어민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대상인원: 남학생(70명), 여학생(56명)

    - 신청방법: 고지서 출력 기간 내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선착순)

     ※ 선착순이며 추후 변동 불가/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

배정(랜덤)될 수 있으며 문화 및 생활패턴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 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신입생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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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실 운영(장애인 실)

    - 대상인원: 남학생(6명), 여학생(6명)

    - 자    격: 장애인 증명서 제출 가능자로 1인실 희망자

    - 제출방법: 팩스 송부(033-244-1743)

     ※ 증명서 상단에 수험번호와 연락처 기입하여 팩스 전송 후 확인 요망

     ※ 상기 인원 초과시 등급 정도에 따라 2인실로 배정

Ⅷ  유의사항

 ○ 여러 전형에 중복 합격자는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해당 전형의 가상 

계좌번호로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합격자는 장학금 지급 규모 및 등록금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등록확인 예치금”과 “최종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미 등록을 한 합격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를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권고사항)

 ○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을 포기해야만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입학일부터는 자퇴 신청(학사지원과, 033-250-6013) 절차를 통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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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학과별 전화번호 (033-250-****)

대학명 학과(전공)명 내선
번호 대학명 학과(전공)명 내선

번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8880

사범대학
(6602)

과학교육학부 6730

경영대학
(6102)

경영․회계학부(경영학전공) 6140
수학교육과 6720

경영․회계학부(회계학전공) 6170

체육교육과 6790경제․정보통계학부(경제학전공) 6120

경제․정보통계학부(정보통계학전공) 8430

사회과학
대학
(6801)

문화인류학과 6870

관광경영학과 6160 부동산학과 6830

국제무역학과 6180
사회학과 6860

농업생명
과학대학
(6402)

미래농업융합학부(농생명산업학전공) 7774
신문방송학과 6880

미래농업융합학부(시설농업학전공) 7773

정치외교학과 6840
바이오산업공학부(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6490

행정·심리학부(행정학전공) 6810
바이오산업공학부(식품생명공학전공) 6450

행정·심리학부(심리학전공) 6850생물자원과학부(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6410

생물자원과학부(응용생물학전공) 6430

산림환경
과학대학
(8301)

산림과학부(산림경영학전공) 8330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원예과학전공) 6420 산림과학부(산림자원학전공) 8310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농업자원경제학전공) 8660
산림과학부(산림환경보호학전공) 8360

지역건설공학과 6460
산림응용공학부(산림소재공학전공) 8320

환경융합학부(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6440

산림응용공학부(제지공학전공) 8350환경융합학부(에코환경과학전공) 8570

생태조경디자인학과 8340
동물생명
과학대학
(8602)

동물산업융합학과 8620

동물응용과학과 863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8450

동물자원과학과 8610

의생명
과학대학
(7601)

분자생명과학과 8540

문화예술
·

공과대학
(8702,
6202)

건축·토목·환경공학부(건축공학전공) 6220
생명건강공학과 6470

건축·토목·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6230
생물의소재공학과 6560

건축·토목·환경공학부(환경공학전공) 6350

의생명융합학부(시스템면역과학전공) 8380건축학과(5년제) 6210

의생명융합학부(의생명공학전공) 6480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기계의용공학전공) 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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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전공)명 내선
번호 대학명 학과(전공)명 내선

번호

문화예술
·

공과대학
(8702,
6202)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6370

인문대학
(8102)

인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8120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재료공학전공) 6260 인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8140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전공) 6250 인문학부(불어불문학전공) 8170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산업공학전공) 6280 인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8160

화학생물공학부(화학공학전공) 6330 인문학부(중어중문학전공) 8180

화학생물공학부(생물공학전공) 6270 인문학부(일본학전공) 8250

디자인학과 8710 인문학부(철학전공) 8230

무용학과 8740 인문학부(사학전공) 8210

미술학과 8720

자연과학
대학
(8402)

물리학과 8460

스포츠과학과 6780 생명과학과 8520

음악학과 8730
수학과 8410

영상문화학과 8750
지질·지구물리학부(지구물리학전공) 8580

사범대학
(6602)

교육학과 6650
지질·지구물리학부(지질학전공) 8550

국어교육과 6610
화학·생화학부(화학전공) 8480

역사교육과 6680

화학·생화학부(생화학전공) 8510
영어교육과 6630

윤리교육과 6670

IT대학
(6201)

전기전자공학과 6290

일반사회교육과 6710 전자공학과 6320

컴퓨터공학과 6380지리교육과 6690

한문교육과 6640
독립학부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7450

가정교육과 6740 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 7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