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송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2020. 3

송원대학교



2022학년도 주요변경사항
구  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모집인원

구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수시 668 36 704

정시 52 3 55

합계 720 39 759

구분 정원내 정원외 합계

수시 674 38 712

정시 36 1 37

합계 710 39 749

수시/정시 비율 수시 92%/정시8% 수시 95.1%/정시4.9%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수시

▪ 학생부교과위주

  학생부우수자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75%+출결25%

  인성우수자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70%+면접30%

▪ 실기/실적위주

  실기우수자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30%+실기70% 

▪ 학생부교과위주

  학생부우수자(429명)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75%+출결25%

  인성우수자(256명)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70%+면접30%

▪ 실기/실적위주

  실기우수자(27명)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30%+실기70% 

정시

▪ 수능위주

  가군

  - 전형방법 : 수능90%+학생부교과10%

  - 수능반영영역 및 비율 : 국어(40%),수  

     학 가/나(30%),영어(25%),한국사(5%)

  나군

  - 전형방법 : 수능100%

  - 반영영역 및 비율 : 국어(30%),수학    

  가/나(20%),영어영역(20%)탐구(사/       

  과)(25%)한국(5%)

▪ 수능위주

  가군(15명)

  - 전형방법 : 수능90%+학생부교과10%

  - 수능반영영역 및 비율 : 국어(40%),수  

     학 가/나(30%),영어(25%),한국사(5%)

  나군(19명)

  - 전형방법 : 수능100%

  - 반영영역 및 비율 : 국어(30%),수학    

    가/나(20%),영어영역(20%),탐구(사/    

     과)(25%),한국사(5%)

  실기/실적위주(3명)

 가군(3명)

  - 전형방법 : 학생부 30%+ 실기70%

수능 최저학력기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시 모집군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 나군

그 외 학과 - 가군

 나군(19명)-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철도경  

             영학과,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가군(18명) - 그 외 학과

면접전형자료 자기소개서 작성 없음 자기소개서 작성 없음



단과

대학

계

열
모집학과

모집

인원

학생부교과위주

실기/

실적

위주

학생부우수자 인성우수자

실기

우수

자

일반

전형
일반고

고른

기회
특성화

일반

전형
일반고

고른

기회
특성화

일반

전형

공과

대학
공학

건축공학과 29 29

기계자동차공학과 29 29

전기공학과 29 27 2

컴퓨터정보학과 29 29

보건

복지

대학

자연

과학
간호학과(교직) 112 48 60 4

인문

사회

사회복지학과 34 34

상담심리학과 29 29

자연

과학

식품영양학과 24 22 2

재활보건학과 29 29

치위생학과 38 26 10 2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

국방경찰학과 34 34

유아교육과(교직) 49 30 17 2

한국어교육과 1 1

항공서비스학과 29 27 2

예․체
능

대학

예․체능

공연예술학과 27 27

뷰티예술학과 29 25 2 2

사회체육학과(주간) 24 24

사회체육학과(야간) 19 19

철도

대학
공학

철도경영학과 34 32 2

철도운전시스템학과 37 35 2

자율전공학과 9 9

총 모집인원 674 385 17 8 6 153 70 8 0 27

학생부우수자전형 인성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 총인원

416 231 27 674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수시모집인원(정원내)



단과

대학
계열 모집학과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 학생부(인성우수자)전형

농어촌 교육기회 특성화고 농어촌 교육기회

공과

대학
공학

건축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1

전기공학과 1

컴퓨터정보학과 1

보건

복지

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교직) 5 14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1 1

상담심리학과 1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재활보건학과 1

치위생학과 2 2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

국방경찰학과 1

유아교육과(교직) 2

한국어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1

예․체
능

대학

예․체능

공연예술학과

뷰티예술학과 1 1

사회체육학과(주간) 1

사회체육학과(야간)

철도

대학
공학

철도경영학과

철도운전시스템학과 1

자율전공학과

총 모집인원 9 4 7 18

학생부우수자전형 인성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 총인원

13 25 0 38

- 수시모집인원(정원외)



단과

대학
계열 학과명

정원내 정원외

수능위주
실기/실

걱위주
수능위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가군 가군 나군

일반

전형

일반

전형

일반

전형
교육기회 농어촌 교육기회

공과

대학
공학

건축공학과 1 1

기계자동차공학과 1 1

전기공학과 1 1

컴퓨터정보학과 1 1

보건

복지

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교직) 12 12 1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1 1

상담심리학과 1 1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1 1

재활보건학과 1 1

치위생학과 2 2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

국방경찰학과 1 1

유아교육과(교직) 1 1

한국어교육과 0 0

항공서비스학과 1 1

예․체
능

대학

예․체능

공연예술학과 3 3

뷰티예술학과 1 1

사회체육학과(주간) 1 1

사회체육학과(야간) 1 1

철도

대학
공학

철도경영학과 1 1

철도운전시스템학과 3 3

자율전공학과 1 1

총인원 36 15 18 3 0 0 1

정시군별모집인원

정원내/외　 가군 나군 총모집인원 비고

정원내 18 18 36

정원외 1 1

총모집인원 18 19 37

- 정시모집(정원내,정원외)



1.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

모집

시기
전형유형 지원자격

수시

모집

정원내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출신자 포함)

일반고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출신자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출신자로서 3년간 총결석일수가 2일 이내인 자) 
  ※질병결석은 제외. 조퇴, 결과는 3회를 1일 결석으로 봄

고른
기회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농어촌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세칙 제2  
   조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저소득층기회(기회균형선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  
 권자
‣장애인등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3호~18호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  
    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만학도 
 - 일반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2020년 2월29일 기준으로 만35       
    세 이상인자 

특성화고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문교과 30 단위 이상 이수자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정원외

농어촌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도서ㆍ벽지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졸업자
 - 2012. 3월 이후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읍 ․ 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ㆍ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ㆍ면 또는 도서ㆍ벽  
   지 지역으로 인정.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출신자 제외함.

교육기회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11호에
 따른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출신자 포함)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의 범위]  ①~⑥ 中 1개 부문 해당자
 ① 차상위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②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④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⑥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특성화고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정시
모집

정원내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출신자 포함, 외국고교 출신자 포함)

정원외
농어촌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동일

교육기회
대상자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동일



모집시

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우수자 429명 학생부교과(75%)출석(25%)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고른기회대상자

특성화고졸

건축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전기공학과,컴퓨터정보학과,사

회복지학과,상담심리학과,식품영양학과,재활보건학과,국방경

찰학과,유아교육과,한국어교육과,뷰티예술학과,철도경영학

과,철도운전시스템학과

정원외
교육기회대상자

특성화고졸

기계자동차공학과.전기공학과,컴퓨터정보학과,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재활보건학과,국방경찰학과,유아교육과,뷰티예

술학과,철도운전시스템학과

인성우수자 256명 학생부교과(70%)면접(30%)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고른기회대상자

특성화고졸

간호학과,치위생학과,항공서비스학과,자율전공학과,사회체육

학과(주간),사회체육학과(야간)

정원외
농어촌

교육기회대상자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유아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사회체

육학과(주간)

실기/실적

실기위주 27명 학생부교과(30%)실기(70%)

정원내 일반전형 공연예술학과

정시

수능

가군 15명 수능위주수능(90%)학생부교과(10%))

정원내 일반전형

건축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전기공학과,컴퓨터정보학과,사

회복지학과,상담심리학과,식품영양학과,재활보건학과,국방경

찰학과,유아교육과,항공서비스학과,뷰티예술학과,사회체육학

과(주간),사회체육학과(야간)

나군 19명 수능위주(수능 (100%))

정원내 일반전형 간호학과,치위생학과,철도경영학과,철도운전시스템학과

정원외 교육기회대상자 간호학과

실기/실적위주

가군 3명 실기/실적위주(학생부 30%+실기70%)

정원내 일반전형 공연예술학과

2.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요소 반영비율



구   분 내    용 비   고

학년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1학기

3학년1학기까지 반영
100%(학년별 가중치 없음)

계열/ 모집단위 반영교과 반영방법

예·체능계열 국어교과군. 영어교과군
전 학년에 이수한 교과를 각 교과군별로 
상위 2개과목을 과목수로 나눈 등급을 
반영

인문사회계열 국어교과군,영어교과군,수학교과군 
사회교과군,

전 학년에 이수한 교과를 각 교과군별로 
상위 2개과목을 과목수로 나눈 등급을 
반영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간호학과 제외)

국어교과군,영어교과군,수학교과군  
과학교과군

전 학년에 이수한 교과를 각 교과군별로 
상위 2개과목을 과목수로 나눈 등급을 반
영

간호학과
국어교과군, 영어교과군, 수학교과군, 
과학교과군

반영교과군 전 학년 이수과목 평균등급을 
국어교과군35%,영어교과군20%,수학 교과
군 25%,과학교과군 20%를 반영

전형요소
실질반영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교과 30% 300 298 296 294 293 292 291 290 288

실기 70% 700 695 690 687 684 681 678 675 672

총점수 100% 1000 993 986 981 977 973 969 965 960

전형요소
실질반영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교과 75% 750 745 740 737 735 733 731 726 720

출석 25% 250 248 246 245 244 243 242 241 240

총점수　 100% 1000 993 986 982 979 976 973 967 960

전형요소
실질반영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교과 70% 700 699 698 697 696 690 684 678 672

면접 30% 300 295 294 293 292 291 290 289 288

총점수 100% 1000 994 992 990 988 981 974 967 960

3.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수시)

 가. 학년별 반영비율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졸업자, 졸업예정자 모두 3학년1학기 까지 반영합니다.

  나. 반영교과(수시)

4.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전형총점(수시)

 가. 학생부우수자 전형 - 학생부교과 (75%),출석(25%)

 나. 인성우수자 전형 - 학생부교과(70%),면접(30%)

  

 다. 실기우수자전형 - 학생부교과(30%), 실기(70%)



계열명 반영교과군 반영비율

전 모집학과 및 모집전형 국어교과군, 사회교과군 전 학년에 이수한 교과를 각 교과군별로 상위 2개
과목을 과목수로 나눈 등급을 반영 

전형유형(모집단위) 전형요소 비고

정시
모집

가군
전 모집단위 전 모집전형 수능90%+학생부교과10%

공연예술학과 전 모집전형 학생부교과30%+실기 70%

나군 전 모집단위 전 모집전형 수능100%

전형요소
실질반

영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교과 100% 100 100 100 98 98 98 96 96 96

국어 50% 50 50 50 49 49 49 48 48 48

사회 50% 50 50 50 49 49 49 48 48 48

구   분 내    용 비   고

학년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1학기까지 반영
100%(학년별 가중치 없음)

5. 성적 반영방법(정시)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나. 학생부성적 활용지표 및 반영방법 

  1) 학년별 반영비율

  2) 반영교과

 3) 학생부교과(10%)

 

 다. 수능성적 활용지표 및 반영방법 

  1) 수능영역별 반영방법

모집계열
반영

영역수
수능성적
활용지표

수능성적 반영방법 (반영비율 및 가산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사/과)
한국사

반영(%)
유형

(가/나) 가산 반영(%) 반영(%) 반영(%)

가군 모집단위 4 등급 40% 가/나 30% 없음 25% 5%

나군 모집단위 5 등급 30% 가/나 20% 없음 20% 25% 5%



영역 반영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어 30% 300 299 298 297 296 294 292 290 288

수학 20% 200 199 198 197 196 195 194 193 192

영어 20% 200 199 198 197 196 195 194 193 192

탐구영역 25% 250 249 248 247 246 245 244 242 240

한국사 5% 50 50 50 49 49 49 48 48 48

총점 100% 1000 996 992 987 983 978 972 966 960

영역 반영비율
실질반

영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국어 40% 38.9% 360 359 358 357 356 354 352 349 346

수학 30% 30.6% 270 269 268 266 264 263 262 260 259

영어 25% 25.0% 225 224 223 222 221 220 219 217 216

한국사 5% 5.6% 45 45 45 44 44 44 43 43 43

총점 100% 100% 900 897 894 889 885 881 876 869 864

  2) 수능영역별 반영점수

  - 수능90%(가군)

 - 수능100%(나군)

 6. 면접성적 반영방법 

모집

시기
모집전형 및 모집단위 면접기준 비고

수시

모집

인성우수자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 항공서비스학과

- 사회체육학과(주간)

- 사회체육학과(야간)

- 자율전공학과

인성 / 지원동기 / 가치관

 

‣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 면접위원 2-3명이 면접을 실시함
‣ 면접시간은 학생1인당 5-10분이내로 함

※면접장소 및 시간, 면접 예상 질문지는      
  면접일 일주일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함

 7. 실기고사

모집시기
모집전형 및 

모집단위
유형 및 과제           출제형식

수시/정시 실기우수자:

공연예술학과

유형 :

실용무용(힙합,하우스,걸스힙합,왁킹,락

킹,재즈댄스,비보이,댄스스포츠,밸리댄

스,라인댄스)

순수무용(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

과제:작품(2분이내)

작품(2분이내)과, 자유곡(1곡)을 통해 감

정전달과 주제표현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