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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시아대학평가 의대 없는 중소규모 국립대학 중 1위

2016 국립대학 대학사회책임지수 인권 부문 1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 평가 4년 연속 ‘우수’ 대학

창업지원본부 평가 12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 대학

2015 국공립대학 교수 1인당 저역서 실적 1위

2015 국공립대학 전임교원확보율 6위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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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총 766명 선발)

구 분 전 형 유 형 전 형 명 모 집 인 원

정원내
실기위주 일반전형 61

수능위주 일반전형 705

정원외 수능위주

농어촌학생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합 계 766

※정원외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정시로 이월하여 모집

02 수능성적(백분위) 100%로 선발

  -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선발

     (실기고사 실시 모집단위 제외)

03 수능성적 반영 방법

- 인문계열: 국어 40%, 영어 40%, 탐구 15%(사회/과학/직업 중 2과목 평균), 한국사 5%

- 자연계열: 수학 ‘가/나’ 40%, 영어 40%, 탐구 15%(사회/과학/직업 중 2과목 평균), 한국사 5%

- 예체능계열: 국어 40%, 영어 40%, 탐구 15%(사회/과학/직업 중 2과목 평균), 한국사 5%

- 치의예과: 국어 20%, 수학 ‘가’ 25%, 영어 30%, 과학탐구 20%(2과목 평균, 지구과학 제외), 한국사 5%

04 실기전형

- 음악과: 실기 70%, 수능 30%

-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실기 50%, 수능 50%

05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단, 농어촌학생전형의 치의예과는 최저학력기준 적용

06 모집군 별 1회, 총 2회 지원 가능

- ㉮, ㉰군 모집 군 별로 1회씩 총 2회 지원이 가능

07 교차지원 가능

- 인문계열 ⇒ 자연계열, 자연계열 ⇒ 인문계열 교차지원 가능

08 면접·논술 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정시모집 주요사항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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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입   시   일   정 장    소 유 의 사 항

원서접수
2016.12.31.(토) ~ 

2017.1.4.(수)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
   - (주)진학어플라이
   - (주)유웨이어플라이

제출서류
도착기한

 2017.1.6.(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 제출주소 : (우)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

실 

기 

고 

사

㉮군

·미술학과
· 공예조형

디자인학과
·체육학과

2017.1.12.(목) ·강릉캠퍼스
· 고사장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고

㉰군 음악과 2017.1.24.(화) ·강릉캠퍼스

합격자 발표 2017.2.2.(목) 18:00 이전 ·본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
2017.2.3.(금) 09:00 ~ 2.6.(월) 

16:00까지
·농협 전국 각 지점

·  본교 홈페이지에서 납입금 고지서 
출력 후 농협에 납부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7.2.16.(목) 21:00까지 ·본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하지 않음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2017.2.17.(금) 16:00까지 ·농협 전국 각 지점
· 본교 홈페이지에서 납입금 고지서 

출력 후 농협에 납부

※  위 일정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전형기간 중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모집단위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017. 2.18.(토)~2.25.(토)]

전 형 일 정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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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모집단위

교직
과정

모집
단위
코드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전형
합계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합계

㉮ 군 ㉰ 군 ㉰군 ㉰군 ㉰군

강

릉

캠

퍼

스

인
문
대
학

국어국문학과 ○ 101 33 12 12 　

◎

영어영문학과 ○ 102 31 11 11 　

독어독문학과 ○ 103 18 6 6 　

중어중문학과 ○ 104 24 7 7 　

일본학과 ○ 105 24 7 7 　

철학과 ○ 106 23 6 6 　

사학과 107 19 7 7 　

소 계 172 0 56 56 ◎ 0 ◎

사
회
과
학
대
학

경영학과 ○ 201 31 12 12 

◎

◎

◎

회계학과 ○ 202 34 13 13 

관광경영학과 ○ 203 43 15 15 

경제학과 204 33 6 6 

무역학과 ○ 205 32 23 23 

국제통상학과 206 36 21 21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7 35 13 13 　

법학과 208 33 11 11 　

자치행정학과 209 34 16 16 　

소 계 311 0 130 130 ◎ ◎ ◎

자
연
과
학
대
학

수학과 301 29 12 12 

◎

　

◎

정보통계학과 302 29 12 12 　

물리학과 ○ 303 25 10 10 　

생물학과 ○ 304 24 5 5 　

대기환경과학과 ○ 305 34 13 13 　

화학신소재학과 ○ 306 34 15 15 　

소 계 175 0 67 67 ◎ 0 ◎

생
명
과
학
대
학

식품영양학과 ○ 401 30 12 12 

◎

　

◎

식품가공유통학과 ○ 402 30 12 12 　

해양식품공학과 ○ 403 35 20 20 　

해양자원육성학과 ○ 404 33 14 14 　

해양생물공학과 ○ 405 32 16 16 　

해양분자생명과학과 ○ 406 31 13 13 　

식물생명과학과 ○ 407 34 10 10 　

환경조경학과 ○ 408 31 15 15 　

소 계 256 0 112 112 ◎ 0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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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대
학

모집단위
교직
과정

모집
단위
코드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전형
합계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합계

㉮군 ㉰군 ㉰군 ㉰군 ㉰군

강

릉

캠

퍼

스

공
과
대
학

전자공학과 ○ 501 81 43 43 

◎

◎

◎

세라믹신소재공학과 ○ 502 30 13 13 　

신소재금속공학과 ○ 503 31 12 12 　

토목공학과 ○♠ 504 39 23 23 ◎

생명화학공학과 ○ 505 30 13 13 　

소 계 211 104 104 ◎ ◎ ◎

예
술
체
육
대
학

미술학과 ○ 601 24 10 10 　 　 　

공예조형
디자인학과

도자디자인
○

602 13 5 5 　 　 　
섬유디자인 603 13 6 6 　 　 　

체육학과
일반 604 37

37
17 17 　 　 　

육성종목 605 10 10 　 　 　

음악과

피아노

○

606 15 6 6 　 　 　

성  악 607 6 2 2 　 　 　

관현악 608 11 4 4 　 　 　

작  곡 609 3 1 1 　 　 　
패션디자인학과 610 27 8 8 ◎ 　

소 계 149 48 21 69 ◎ 0 0
치
과
대
학

치의예과 701 40 32 32 ◎ 　
치위생학과 702 30 10 10 ◎ 　

소 계 70 0 42 42 ◎ 0 0

강릉 소계 1,344 48 532 580

원

주

캠

퍼

스

보
건
복
지
대
학

유아교육과 801 60 21 21 　 　 　
간호학과 ○ 802 75 37 37 　 　 ◎

사회복지학과 803 30 10 10 ◎ 　 　
다문화학과 804 30 6 6 ◎ 　 　

소 계 195 0 74 74 ◎ 0 ◎

과
학
기
술
대
학

컴퓨터공학과 ○♠ 901 40 12 12

◎ ◎ ◎

멀티미디어공학과 902 32 7 7 
소프트웨어학과 903 32 12 12

기계자동차공학부 904 92 47 47
전기공학과 905 32 11 11

정보통신공학과 906 31 11 11
산업경영공학과 907 35 12 12

소 계 294 0 112 112 ◎ ◎ ◎
원주 소계 489 0 186 186

합 계 1,833 48 718 766 ◎ ◎ ◎

♠표기된 학과는 한국공학인증교육원(ABEEK)의 인증을 획득하여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기된 경우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있을 시 이월하여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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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방법

 가. 인터넷접수만 실시합니다.

 나.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02 접수기간

  2016.12.31.(토) 10:00 ∼ 2017.1.4.(수) 18:00

03 접수 전 준비사항

 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인터넷 접수만 진행)

 나. 전형료 결제를 위한 지원자 또는 원서에 기재된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비밀번호)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 

 다.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사진파일(3㎝×4㎝의 jpg 또는 gif 규격 파일)

04 접수절차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클릭 → 입학원서 접수 대행기관 접속 → 로그인(또는 회원가입) → 유의

사항 확인 → 입학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전 최종 입력 내용 확인 →  전형료결제 → 접수확인 → 수험표 출력 → 제출서류 확인 

→ 서류 제출 대상자는 해당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05 전형료

 가. 전형별 전형료

모집단위(전형) 일반전형료* 실기고사료 계 비    고

전 모집단위 24,500원* - 24,500원 일반전형료*에는 인터넷 
접수수수료

4,500원 포함
실기고사 실시 예체능계열 24,500원* 49,000원 73,5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4,500원* -   4,500원

 나. 전형료 환불에 관한 안내

   1)  대학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료를 결산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선택한 환불방법에 따라 2017년 4월 

30일 이전에 환불하며, 환불금액은 지원자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합니다. 다만, 금융전산망을 통하여 환불 받기를 원하는 경우

는 금융수수료를 차감하여 환불하며, 금융수수료 등이 환불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 질병, 기타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지원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실기고사 전형료를 환불합

니다.

원서접수 및 전형료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09

01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 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절 반환하

지 않고, 부주의에 의한 오기, 작성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수능 성적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실기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전형기간 중 감독자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학전형 지원서에 제출한 서류

가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정정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

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자 중에서 졸업예정자가 당해 학년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마.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바. 실기고사 시간 중 수험생은 전형에 필요한 물품 이외는 휴대하지 못합니다.

 사.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02 대학입학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1)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2) 하나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횟수로 산정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

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포함)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산업대, 전문대는 제한 없음       

   3)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

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

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산업대, 전문대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5)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 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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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

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카이스트, 경찰대학,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대구과기원, 한국종합예술대학 등

   7)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1)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합니다.

라.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수시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정시모집 지원이 취소됩니다.

   2) 정시모집에서 같은 군에 복수지원한 것(산업대, 전문대 제외)이 발견될 경우 늦게 지원한 원서의 접수를 취소합니다.

   3) 이중등록한 자는 등록 기간 내에 한 곳을 포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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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별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모 집 인 원

공통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성적 통지를 받은 자

일반전형 ㉮, ㉰군 공통자격과 동일합니다. 756명

체육학과 
육성종목 ㉮군

3개 학년(2014학년도~2016학년도) 이내에 「권위 있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
(개인전, 단체전) 이상에서 지원 분야와 동일한 종목 중 3위 이내 입상 실적이 있는 자
※「권위 있는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p.13) 참조

10명

농어촌학생

·1유형
    학생 본인이 아래 해당지역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 본인 및 부모가 아래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
·2유형
    아래 해당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한 학생

  ① 행정구역상 농·어촌(읍,면) 지역
  ②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③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역
※ 읍, 면소재 특수목적고는 제외
※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 주소지가 같은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 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입양일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시모집
이월인원

특성화고교졸업자

·1유형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모집단위별 해당 동일계열 출신자
    ※「특성화고교 전형 동일계열 인정 고교 기준학과」(p.14) 참조
·2유형

       고교의 기준학과가 우리 대학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수시모집
이월인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에 의한 대상자 및 제11호
(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자

 - 차상위건강보험료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대상자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수시모집
이월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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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자격 및 전형별 제출서류

 가. 기본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지원자 전원 학교생활 기록부 1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과 입학원서를 제출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제공 동의 가능
·   온라인 제공에 비동의자 및 2011년 2회차(포함) 이전 취득자는 합격증명서 제출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필요 시 원본대조필 이후 원본 반환 가능

 나. 지원자격 확인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체육학과 
육성종목 ㉮군

·입상실적 증명서(발급 기관 직인 필수) 1부
·상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농어촌학생

·1유형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 부·모 및 학생 총 3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사망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이혼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2유형
-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졸업 예정인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등록금 납부 
후에도 위 서류를 다시 
제출(제출 일정 및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특성화고교졸업자 
·2유형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표시)
-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 학교장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건강보험료본인부담경감 확인서 1부
- 차상위장애수당 확인서 1부
-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확인서 1부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확인서 1부

·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서류는 가구원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함께 제출

※ 서류 미제출자는 입학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일(2016.12.31.) 이후에 발급·확인받은 서류만 인정

 ·제출기간: 2017.1.6.(금) 18:00까지(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제 출 처: [우]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7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

 ·연 락 처: [전화] 033-640-2739~41, [팩스] 033-64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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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기입상실적 종목별 인정 대회(국내 대회 기준)

종 목 대  회   명  칭

테니스

 A급
  ① 전국체육대회(대한체육회)
  ② 전국종별테니스대회(대한테니스협회) 

 B급
  ①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대한테니스협회)
  ②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대한테니스협회)
  ③ 대통령기전국남여테니스대회(대한테니스협회)
  ④ 소강배전국남여중고등학교대항테니스대회(대한테니스협회,한국중고연맹중산육영회)
  ⑤ 회장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한국중고테니스연맹) 
  ⑥ 낫소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한국중고테니스연맹)
  ⑦ 문화체육부장관기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한국중고테니스연맹)

 C급
  ① 회장배전국여자테니스대회(한국여자테니스연맹)
  ② 무궁화컵전국여자테니스대회(한국여자테니스연맹)           

스키

 A급
  ① 전국동계체육대회

 B급
  ① 대한스키협회 및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전국규모대회
  ② 대한체육회 및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규모대회
  ③ 대한스키협회 및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국내 개최 국제대회

 C급
  ① 하계롤러스키대회
  ② 하계바이애슬론대회

검도

 A급   　 
   ① 전국체육대회(대한체육회)  
   ② SBS배전국검도왕대회(대한검도회, SBS)  

 B급
   ① 문화관광부장관배전국학생검도대회(대한검도회) 
   ② 전국고교검도선수권대회(한국중·고검도연맹) 
   ③ 춘계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한국중·고검도연맹)   
   ④ 추계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한국중·고검도연맹)  
   ⑤ 용인대학교총장기전국검도대회(한국중·고검도연맹, 용인대학교)
   ⑥ 대구대학교총장기전국검도대회(대한검도회, 대구대학교) 

 C급
   ① 회장기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대한검도회)  
   ② 이충무공탄신기념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대한검도회)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근대5종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① 전국체육대회(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② 문화관광배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③ 설악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④ 전국해양스포츠제전(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⑤ 해양경찰청배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⑥강원도지사배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강원연맹)

 근대5종
   ① 전국체육대회(대한근대5종연맹)
   ② 회장배전국근대5종경기대회(대한근대5종연맹)
   ③ 문화관광부장관기근대5종경기대회(대한근대5종연맹)
   ④ 전국근대5종선수권대회(대한근대5종연맹)
   ⑤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대한근대5종연맹)
   ⑥ 한국중·고연맹전회장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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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성화고교 전형 동일 계열 인정 고교 기준 학과

모집단위 인정계열 동일계열 인정 고교 기준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공업계열 해당없음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수산해운계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관광경영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공업계열 해당없음

가사계열 조리과, 관광과

농생명계열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수산해운계열 해당없음

·경제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공업계열 해당없음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수산해운계열 항만물류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상업정보계열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공업계열 해당없음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해당없음

수산해운계열 항만물류과

·전자공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해당없음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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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인정계열 동일계열 인정 고교 기준학과

·토목공학과

상업정보계열 해당없음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농업토목과

수산해운계열 해당없음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수산해운계열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상업정보계열 해당없음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조경과, 농업기계과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산업경영공학과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가사계열 해당없음

농생명계열 농업기계과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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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모집
시기

모  집  단  위
전형요소별 반영배점(비율)

전형총점(비율)
학생부 수능 실기

㉮군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체육학과

- 500(50%) 500(50%) 1,000(100%)

㉰군 

전 모집단위
(실기 제외)

- 1,000(100%) - 1,000(100%)

음악과 - 300(30%) 700(70%) 1,000(100%)

02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

모집계열 모집단위
수능성적
활용지표

수능영역별 반영비율(100%)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 나 가/나 사회 과학 직업

인문/사회
/예체능

해당 모집단위 백분위 40 40 15 5

자연/공학

해당 모집단위 백분위 40 40 15 5

치의예과 백분위 20 25 30 20 5

 ▶ 탐구영역 반영 방법

   - 전 모집단위: 사회/과학/직업 중 2과목 평균(단, 치의예과 제외)

   - 치의예과: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중 2과목 평균

 ▶ 수능성적 산출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반영

 ▶ 수능 미응시 영역(과목)은 0점 처리

전형 방법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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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계산 방법

모집계열 모집단위 구 분 반영점수 수능시험 영역(과목)별 반영방법

인문/사회/
예체능

·  전 모집단위 
(예체능: 패션디자인학과)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자

1,000
(국어 백분위)×4.0 + (영어 백분위)×4.0 
+ [(∑탐구영역 반영과목 백분위)÷2.0]×1.5
+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0.5 

자연/공학
·전 모집단위
   (치의예과 제외)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자

1,000

[(수학 백분위+수학<가> 가산점)×4.0] 
+ (영어 백분위)×4.0 
+ [∑(탐구영역 반영과목 백분위+과학탐구 가산점)÷2.0]×1.5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0.5

예체능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일반전형
(실기고사)

500
(국어 백분위)×2.0 + (영어 백분위)×2.0 
+ [(∑탐구영역 반영과목 백분위)÷2.0]×0.75 
+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0.25 

·음악과
일반전형
(실기고사)

300
(국어 백분위)×1.2 + (영어 백분위)×1.2 
+ [(∑탐구영역 반영과목 백분위)÷2.0]×0.45 
+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0.15 

자 연 ·치의예과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1,000

(국어 백분위)×2.0 + (수학<가> 백분위)×2.5
+ (영어 백분위)×3.0
+ [(∑과학탐구영역 반영과목 백분위)÷2.0]×2.0
+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0.5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

등 급 1 2 3 4 5 6 이하

점 수 100 95 90 85 80 40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산점 부여 방법

모 집 계 열 대 학 / 학 과 가 산 점

인문/사회/
예체능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보건복지대학(간호학과 제외)

·가산점 부여 해당 없음

자연/공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 

치과대학(치위생학과), 보건복지대학(간호학과)

·수학<가> 선택 시 취득 백분위의 10% 가산점 부여
· 과학탐구 선택 시 취득 백분위(2과목 평균)의 5% 가산점 

부여

치과대학(치의예과) ·가산점 부여 해당 없음

 라. 치의예과 수능최저학력기준(농어촌학생전형)

 전 형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농어촌학생 치의예과

·5개 영역[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2과목 평균), 한국사]의 합이 9등급 이내
·과학탐구과목
  -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중 2과목 평균
  - 2과목 평균 계산은 소수점 이하 버림
  - 지구과학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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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 성적 반영 방법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01 미술학과(정시모집 ㉮군) 

실기구분 고 사 종 목 시험지 규격 배 점 비 고

미술학과

 수 묵 담 채 오당지 반절

500점

·실기 장소: 강릉캠퍼스
·고사 종목: 5종목 중 택 1
·석고 소재: 아그리빠, 쥴리앙 중 당일 발표
·고사 시간 : 4시간(240분)
·수묵담채·수채화 정물 소재:

쓰레기봉투, 의자, 페트병, 유리잔, 귤, 목도리,
양파, 국화, 테니스공, 슬리퍼, 음료수캔, 모자, 
마른오징어, 식빵(비닐에 싼 것), 분무기, 주전자,
파, 계란판, 티슈, 봉지라면, 맥주병, 배추, 
신문지, 장미 중 추첨

 수  채  화 켄트지 4절

 발상과 표현 켄트지 4절

 석 고 소 묘 켄트지 3절

 인 물 소 조
(주제가 있는 인물두상)

※ 유의사항: 지원자는 이젤, 용지, 화판, 점토, 압정, 노끈, 각목을 제외한 실기용 물품을 본인이 지참하여야 함

02 공예조형디자인학과(정시모집 ㉮군) 

실기구분 고 사 종 목 시험지 규격 배 점 비 고

전
공
분
야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수채화 켄트지 4절

500점

·실기 장소: 강릉캠퍼스

·고사 종목: 3종목 중 택 1

·고사 시간: 4시간(240분)

발상과 표현 켄트지 4절

정물소묘 켄트지 4절

※ 유의사항: 지원자는 이젤, 용지, 화판, 압정을 제외한 실기용 물품을 본인이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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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체육학과(정시모집 ㉮군) 

실  기  종  목 측정항목(요인) 실 시 요 령 배  점 비고

공
통
실
기

지그재그 달리기 민 첩 성 1회 실시기록 125점

· 실기장소 : 
강릉캠퍼스

제자리 멀리뛰기 순 발 력 2회 실시 중 우수기록 125점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 연 성 2회 실시 중 우수기록 125점

평행봉위에서 팔굽혀 펴기(남)

근지구력 60초 동안 실시기록 125점

보조대 이용하여 팔굽혀 펴기(여)

  ※ 유의사항

        실기고사 당일 운동복과 운동화를 지참하여야 함(단, 학교명이 표시된 운동복은 착용할 수 없음) 

        실기 보조자의 실수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제한된 실시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단, 실기고사 중 일부 종목(과제)만을 결시한 자는 그 종목(과제)만을 0점 처리함]

 가. 지그재그 달리기 실시요령(두 바퀴 기록)



←

       
        

      5m

        

   
       ↖ 출발

    → →도착

  3m



←

       
        

      5m

        

   
       ↖ 출발

    → →도착

  3m



←

       
        

      5m

        

   
       ↖ 출발

    → →도착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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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학과 공통실기 배점 기준표

종 목 성별 125점 118점 111점 104점 97점 90점 83점 76점 69점 62점

지그재그
달리기
(초)

남 12.8
이내

12.9-
13.2

13.3-
13.6

13.7-
14.0

14.1-
14.4

14.5-
14.8

14.9-
15.2

15.3-
15.6

15.7-
16.0

16.1
이상

여 13.3
이내

13.4-
13.7

13.8-
14.1

14.2-
14.5

14.6-
14.9

15.0-
15.3

15.4-
15.7

15.8-
16.1

16.2-
16.5

16.6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80
이상

279-
275

274-
270

269-
265

264-
260

259-
255

254-
250

249-
245

244-
240

239
이하

여 225
이상

224-
220

219-
215

214-
210

209-
205

204-
200

199-
195

194-
190

189-
185

184
이하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cm)

남 31.0
이상

30.9-
28.4

28.3-
25.8

25.7-
23.2

23.1-
20.6

20.5-
18.0

17.9-
15.4

15.3-
12.8

12.7-
10.2

10.1
이하

여 33.0
이상

32.9-
30.4

30.3-
27.8

27.7-
25.2

25.1-
22.6

22.5-
20.0

19.9-
17.4

17.3-
14.8

14.7-
12.2

12.1
이하

평행봉위에서 
팔굽혀펴기(회) 남 36

이상
35-
33

32-
30

29-
27

26-
24

23-
21

20-
18

17-
15

14-
12

11
이하

보조대이용
팔굽혀펴기(회) 여 36

이상
35-
33

32-
30

29-
27

26-
24

23-
21

20-
18

17-
15

14-
12

11
이하

점 수 누 계 500점 472점 444점 416점 388점 360점 332점 304점 276점 248점

04 체육학과 육성종목(정시모집 ㉮군) 

 가. 세부종목 및 선발인원

세부종목 테니스(여) 스 키(남)·바이애슬론(남) 검도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계

모집인원  2
크로스컨트리(남)3
바이애슬론(남)1

2 2 10

  ※ 유의사항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육성종목 후보 순위에 의거 충원하되, 예비 후보자가 없을 시 일반학생으로 선발함

        육성종목 선발은 우리 대학의 체육육성종목 평가 기준표에 의거 경기입상 실적 서류심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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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음악과(정시모집 ㉰군) 

 가. 고사 종목

실기구분 고  사  종  목 고사시간 배 점 비 고

전
공
분
야

피아노
자유곡 1곡 (단,Sonata일 경우 빠른 악장이어야 함)

고사종목
연주시간

350점

· 실기장소: 
강릉캠퍼스

Et de 1곡 350점

성 악
독일가곡 1곡(원어로 부를 것) 350점

이태리가곡 1곡(원어로 부를 것) 350점

관현악 자유곡 1곡 700점

작 곡
화성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180분
252점

주어진 동기(Motive)에 의한 세도막형식 피아노곡 쓰기 448점

 나. 관현악 세부종목

구  분 세  부  종  목 비 고

관현악

Flute

Oboe

Clarinet

Bassoon

Saxophone

Horn

Trumpet

Tuba

Bari tone

Trombone

Percussion

Viol in

Viola

Cel lo

Contrabass

※ 유의사항 

        모든 실기고사 종목은 암보(暗譜)로 연주하여야 함

        피아노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지원자가 지참하여야 함

        피아노를 제외한 전공분야 지원자는 반주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함

        실기고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음악과 사무실(033-640-251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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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별로 입학전형 성적 총점(1,000점 만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음악과는 모집분야(전공)별로 선발합니다.

 나.  수시모집의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 인원에 이월하여 선발하며, 모집인원 유동제로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에서 감하여 선발합니다.

 다.  성적사정 결과 입학성적의 총점이 최종 합격선과 동점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동점자 전

원을 선발합니다. 단, 치의예과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릅니다. 

 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음악과의 모집분야(전공)별 정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의 모집분야(전공)별 정원을 

조정하여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방법은 학과 전체 탈락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가 발생할 시 

동점자 전원을 선발합니다.

 마.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를 성적순으로 충원하되, 예비후보자는 최초합격자 및 기준 미달자

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을 예비합격후보자로 선발합니다. 

 바. 실기고사(예체능계열)에 응시하지 않으면결시자로(체육학과는 부분결시 인정) 인정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사.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교과) 중 미응시 영역(과목)은 0점 처리하여 사정합니다.

 아.  체육학과 육성종목 종목별 모집인원 초과 시 실기고사를 시행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체육특기자 후보순위에 의거 충원하되 예비후보자가 없을 시 일반전형으로 선발합니다.

02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적용대상: 치의예과에만 적용

 나. 처리기준(※수능 성적은 백분위 적용) 

   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성적 우수자 순

   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성적 우수자 순 

   3)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성적 우수자 순

   4)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성적 우수자 순(2과목 중 높은 성적의 과목 반영)

   5)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성적 우수자 순(2과목 중 낮은 성적의 과목 반영)

  

03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정 원 칙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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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격자 발표

발  표  일  시 등  록  일 등 록 장 소

2017.2.2.(목) 18:00 이전 2017.2.3.(금) ~ 2.6.(월) 16:00까지 농협 전국 각 지점

가. 합격자 발표

나.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입학을 

취소합니다.

  ※  개별 통보 및 별도의 합격통지서 교부는 없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장학금(등록금 전액 면제자 포함)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절차를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록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미등

록자로 입학을 취소합니다.

라.  시험 ‘군’이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우리 대학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환불 절차를 마친 후 다른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절차

본교 홈페이지 접속 → 환불페이지 로그인 → 유의사항 확인 → 휴대폰 인증 → 등록금 환불 사항 입력 → 환불 신청 완료 

→ 환불 신청 문자메세지 확인 → 환불 승인 문자메세지 확인 → 등록금 환불 → 환불 완료 문자 메세지 확인

02 예비합격 후보자 발표 및 미등록충원합격자 등록

가. 예비합격 후보자 발표

  - 우리 대학에서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선발한 예비합격 후보자 순으로 발표합니다.

나. 예비합격 후보자의 합격 통지

  - 예비합격 후보자 선발인원 내의 해당자에게 성적순으로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 통보합니다. 

다. 예비합격 후보자 합격 발표 및 등록 일정

  - 추후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라.  미등록 충원 합격자로서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기한 전까지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의 등록을 

우선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은 취소됩니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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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학원서

Ⅺ
�� ����

모��� 정�모�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원서 (예시)

201�학년� ���� *   

전형명

성명
(한글)

 

(한자)

 

성� 남 ․ 여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4cm)

주�
등록
��

-

출신
고교

        년    월     (     ) 고등학교
(졸업예정)
(  졸업  )

출신고교
고���

지원
사�

지�대학
모���

        캠퍼스          대학             학과(부)
※실기전형 선택 과목(악기)   

모 �
� �
� �

지원자
���

주소 우���

자택전��� 본인 �대� ��

�-m��� 주소

��자 관계 �대���

전형� ��
 계���

은�명 계��� 예금주

(관계: 본인/부모/기타)

학�부 ��인 
제� 동의여부

 • 동의 (   )  • 동의 안 함 또는 비대상자 (    ) ※ 부동의 � 비대상자는 학�부사본� 제출�� 함

등록금 납부
안내 동의

 • 대입 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 안내(SMS)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기�사
입사 신청

 • 일반선발 신청 (   )  • 우선선발 신청 (   )   • 신청하지 않음 (   )
 ※ 기�사 입사 신청은 원서 �성 �에� ��하�� 추�에는 신청 �지 않음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원주대학교 �� 귀하 

공 통 서 식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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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화고교 전형 지원 확인서(2유형)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지원 확인서(2유형)

1. 수험생 정�

모집시기 다군 전     형     명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성    명 모집단위(지원학과)

수험번호 연 락 전 화 번 호

2.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

교 과 명 이수단위 교 과 명 이수단위

이수단위 합�

위 학생은 귀교의 정시모집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 .   .   .

                                                      고등학교  교장                 (직인)

붙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표시)

    ��원��학교 �장 귀하

 � 1�형� ��하� 자� �� �� �상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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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및 장학제도
1. 등록금 안내

(단위 : 원)

계 열
1학년 2,3,4학년

입학금 수업료 등록금계 수업료 등록금계

인문사회 166,000 1,744,000 1,910,000 1,744,000 1,744,000

이학체육 166,000 2,104,000 2,270,000 2,104,000 2,104,000

간호학과 170,000 2,149,000 2,319,000 2,149,000 2,149,000

치위생학과 170,000 2,376,000 2,546,000 2,376,000 2,376,000

공  학 166,000 2,308,000 2,474,000 2,308,000 2,308,000

공예조형,
패션디자인

166,000 2,663,000 2,829,000 2,663,000 2,663,000

음악, 미술학과 170,000 2,721,000 2,891,000 2,721,000 2,721,000

치의예과 170,000 2,820,000 2,990,000 2,820,000 2,820,000

치의학과 - 3,983,000 3,983,000 3,983,000 3,983,000

※ 위 금액은 2016학년도 등록금 기준이며 2017학년도에는 등록금 변동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장학제도 안내 

가.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학년도
재학생수

(A)

장학금 지급실적

교외장학생 교내장학생
총계
(B)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C=B/A)

소계 국가 지자체 사설및기타 소계
우수·저소득

장학금
내부기타 
장학금

근로
장학금

2015 8,014 16,999,313 16,700,234 48,077 251,002 5,093,838 4,139,274 522,733 431,831 22,093,151 2,756.8

※ 외국인 신입생 포함

 우리 대학 주요사항 안내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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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학금 내역

  1) 신입생 장학금

종 류 지 급 내 용 선발 요건(계속)

입

학

성

적

우

수

장

학

금

 전체 수석합격자 장학금
ㆍ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
ㆍ교재비 학기당 50만원 지급
ㆍ기숙사 무료입사(입학 1년간)

ㆍ직전학기 성적 3.5 이상 유지
   (최초 합격자에서만 선발)

 전체 차석합격자 장학금
ㆍ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
ㆍ교재비 학기당 30만원 지급
ㆍ기숙사 무료입사(입학 1학기)

 단과대학별 수석합격자 장학금
ㆍ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
ㆍ교재비 학기당 20만원 지급

 단과대학별 차석합격자 장학금
ㆍ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
ㆍ교재비 학기당 10만원 지급

A급 장학금 ㆍ등록금 전액 면제

ㆍ모집단위별 고득점자 순 30%이내
    (최초 합격자에서만 선발)

B급 장학금 ㆍ수업료80% 면제

C급 장학금 ㆍ수업료40% 면제

D급 장학금 ㆍ입학금+수업료20% 면제

특 

별 

면 

제 

장 

학 

금

 국가유공자 및 자녀 장학금 ㆍ등록금 전액 면제 ㆍ직전학기 성적 70(1.6)점 이상

북한이탈 주민 장학금 ㆍ등록금 전액 면제 ㆍ직전학기 성적 70(1.6)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선발

ㆍ등록금 전액 면제 ㆍ직전학기 성적 2.0점 이상

ㆍ입학금+수업료20% 면제 ㆍ직전학기 성적 2.0점 미만인 자

체육특기자 장학금

  신입생
ㆍ등록금 전액 면제
ㆍ수업료80% 면제

   재학생 : 직전 1년(2개 학기) 대회 
성적으로 장학금지급

ㆍ등록금 전액 면제
ㆍ수업료 80% 면제
ㆍ수업료 20% 면제

  신입생
ㆍ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우승한 자 
ㆍ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준우승, 3위에 입상한 자

  재학생 : 직전 1년(2개 학기) 대회 성적으로 장학금 지급
ㆍ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승한 자 
ㆍ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준우승한 자
ㆍ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입상자

자아실현 장학금

ㆍ장애등급1~3급 : 수업료40% 면제

ㆍ직전학기 성적 1.75점 이상/4.5만점

ㆍ 장애등급4~6급: 입학금+수업료20%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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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지 급 내 용 선발 요건(계속)

교

외

장

학

금

국가장학금( I 유형)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시행)

* 2016년 기준

ㆍ기초수급자 : 520만원 (년)
ㆍ소득 1분위 : 520만원 (년)
ㆍ소득 2분위 : 520만원 (년)
ㆍ소득 3분위 : 390만원 (년)
ㆍ소득 4분위 : 286만원 (년)
ㆍ소득 5분위 :168만원 (년)
ㆍ소득 6분위 : 120만원 (년)
ㆍ소득 7분위 : 67.5만원 (년)
ㆍ소득 8분위 : 67.5만원 (년)

ㆍ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국가장학금( II 유형)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시행)

* 2017년 기준

ㆍ기초수급자 ∼ 소득 8분위  
    - 등록금 범위내 일정금액 지원  

ㆍ국가장학금(1유형)과 동일

ㆍ 지방인재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입학성적 우수자

    -  내신: 3등급 이내
    -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ㆍ선발인원 : 2016년 입학정원의 5%이내
ㆍ 계속지원 : 선발자 중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취득 시 2학기에도 지원
ㆍ지원자격 : 비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

이공계 국가장학금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시행)

 ㆍ4년간 등록금 전액
 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비 

지원(학기당 180만원 지원)

   최초선발
 ㆍ수능우수 유형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ㆍ수시우수 유형 : 고등학교 재학중 전학년 전학기 
    동안 이수한 학업 성적이 기준 조건을 충족한 우수자

   계속지원 대상
 ㆍ성적 : 직전학기 성적 3.5이상/4.5만점
 ㆍ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인문100년장학금
[(舊)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시행)

 ㆍ4년간 등록금 전액 
 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비

지원(학기당 180만원 지원)

   최초선발
 ㆍ  전공탐색유형: 국내 고교 3학년 및 4년제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6~8월 선발)

 ㆍ전공확립유형: 3학년 진학자 중 대학자체규정에 의거 
      선발(3~5월 선발)
   계속지원 대상: 이공계 국가장학금과 동일

푸른등대기부장학금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시행)

 ㆍ매학기 최대 300만원 지급
    (변동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장학금으로써 
     기부처의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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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학생 장학금

   ㆍ성적우수 장학금 : 학업성적 및 학과별 가점 기준에 의해 선발(A, B, C, D급 장학금)

   ㆍ특별면제 장학금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체육특기자 장학금, 자아실현

   ㆍ저소득 장학금 : 등록금 면제인원의 30%를 저소득 학생으로 선발

   ㆍ근로봉사 장학금 : 월 200,000원 상당 지급

   ㆍ국가근로 장학금 : 월 320,000원 상당 지급

   ㆍ국제화 장학금 : 학생 해외교육활동(해외연수,해외봉사,문화탐방)지원, 해당 부서 연도별 지급기준액

  3) 학자금 대출

   ㆍ한국장학재단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2년거치)

   ㆍ취업 후 상환 대출(한국장학재단)

      - 든든학자금: 대출기간 내 변동금리(‘16년 2학기 기준 2.5%)

      - 일반학자금: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16년 2학기 기준 2.5%)

      - 생활비 대출 : 년 3,000,000원 까지(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기준)

다. 기타 장학금

장학금명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장학금  등록금 전액 + 10만원  학과별 장학금  일정금액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장학금 100만원  학생회간부장학금  성적별 A급, B급, C급, D급

 강릉원주대학교 효선장학금  100만원  외국인학생장학금  성적별 A급, B급, C급, D급

 강릉원주대학교 총동창회장학금  5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등록금전액

(재)연당장학금  200만원 (재)구원장학재단장학금  150만원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1,116,790원  (재)정수장학금  등록금전액

 (재)미래동반자장학금  등록금 전액  (재)조비·경농장학재단 장학금  등록금 전액

수산장학금 200만원 (재)두산연강장학금  등록금 전액 

군 장학금 등록금 전액  OCU 장학금  50만원

(주)KT&G장학금  50만원
 창의혁신리더장학금

(KT그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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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1. 전공선택

학부로 구성된 광역화된 모집단위 소속 학생은 2학년 진입 시(2개 학기 이수 예정)에 학과 또는 전공을 선택함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는 치의(예)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함

  

3. 전과 및 전공변경

전과 및 전공변경은 모집단위별(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재학 중 1회(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하며, 같은 모집단위 내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4. 교직과정(교원자격증 취득)

가.  교육부로부터 설치·승인된 학과(부)의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중등학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을 취
득하기 위한 이수 과정임

나.  교직과정 이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으로서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여 2학년 종료 시에 교
직과정이수 예정자를 선발 확정함

5. 교직과정 설치 현황

설 치 학 과(전공) 표시과목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    어

영어영문학과 영    어

독어독문학과 독 일 어

중어중문학과 중 국 어

일 본  학 과 일 본 어

철   학   과 철    학

사회과학대학

경 영  학 과 상업정보

회 계  학 과 상업정보

관광경영학과 관    광

무 역  학 과 상업정보

자연과학대학

물 리 학 과 물    리

생 물 학 과 생    물

대기환경과학과 지구과학

화학신소재학과 화    학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

식품가공유통학과 식품가공

해양식품공학과 식품가공

해양자원육성학과 수산·해양

설 치 학 과(전공) 표시과목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물공학과 수산·해양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수산·해양

식물생명과학과 식물자원·조경

환경조경학과 식물자원·조경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전기·전자·통신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요    업

신소재금속공학과 기계·금속

토목공학과 건    설

생명화학공학과 화공ㆍ섬유

예술체육대학

미 술 학 과 미    술

공예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공예

음악과 음    악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보건교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정밀기계공학전공 기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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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1. 강릉캠퍼스

가. 정시합격생 입사 예정인원 : 정시 3차 미등록 충원합격자까지 전원선발 (단,원서 작성시 신청자에 한함)

나. 입사 신청자격 : 정시모집 지원자로서 강릉시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감염성 질환이 없는 자

다. 입사 신청방법 : 입학원서 작성 시 학생생활관 신청여부 란에 본인이 신청

    ※ 입사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입사신청서 제출기간 : 모집단위별 입학원서 접수기간

마. 선발자 발표 및 안내 : 본교 홈페이지의 신입생 학생생활관 합격자 조회에서 확인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바. 생활관비 예상금액 : 학기당 약 1,350,000원(숙박 및 1일 3식 제공)

사. 자세한 사항은 본교 강릉캠퍼스 학생생활관 행정실(☎033-640-2645)로 문의

2. 원주캠퍼스

가. 신입생 입사 예정인원 : 정시 배정인원

    ※ 신입생(수시+정시) 입사 인원 : 총 입사인원 608명중 우선 선발자를 제외한 잔여 입사인원의 59%

나. 입사신청자격: 정시모집 지원자로서 원주시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감염성 질환이 없는 자

다. 입사신청방법: 입학원서 작성 시 학생생활관 신청여부 란에 본인이 신청

    ※ 입사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시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입사신청서 제출기간: 모집단위별 입학원서 접수기간

마. 선발방법  

    1) 일반선발 - 수시와 정시 모집단위별 배정된 인원을 입학성적순에 의해 선발함

    2) 우선선발 -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지체부자유자, 1가정 2자녀(생활관 동시입사자)로서 해당 증빙서류를 

입사원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에 본교 원주캠퍼스 학생생활관에 제출한 자

바. 선발자 발표 및 안내: 본교 홈페이지의 신입생 학생생활관 합격자 조회에서 확인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사. 생활관비 예상금액: 학기당 약 1,100,000원(숙박 및 1일 2식 제공)

아. 자세한 사항은 본교 원주캠퍼스 학생생활관 원주분관 행정실(☎033-760-8107, 8103, 8101)로 문의 바람

    ※  입사신청방법 및 선발인원은 학생정원 조정결과 및 학생생활관 입사 계획에 따라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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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R.O.T.C) 및 군인 육성프로그램

1. 학군사관(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가. 지원자격

  - 학군단이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남자), 2,3학년(남자, 여자)

     단, 3학년으로 지원하는 자는 5년제 학과, 복수전공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한 자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 학년 C(2.0)학점 이상인 자

나.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1차 2차 최종선발

필기고사
(국사포함) 

대학성적/
고교내신 인성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신원조회 

2학년(남) 1.000 300 
200

(대학성적)
합 · 불 200 300 합 · 불 

2학년(여) 1,000 400
100

(대학성적)
합 · 불 200 300 합 · 불 

1학년(남) 1,000 300
200

(고교내신)
합 · 불 200 300 합 · 불 

  - 필기평가 : 지정능력검사,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국사

  - 체력검정 : 1.5Km달리기(100점), 윗몸일으키기(60점), 팔굽혀펴기(40점)

 다. 선발일정 및 인원

  - 지원서접수: 매년 3월 초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www.armyofficer.mil.kr)→지원서접수/관련제출서류→학군단방문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매년 8월 말

  - 선발인원: 각 대학별 00명

 

 라. 교육 및 복무기간

  - 후보생 기간 : 2년 (3, 4학년) 

  - 복무기간 : 2년 4개월 

   ※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군장학생은 6년 4개월(학군장교로 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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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장학생 제도

 가.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의 남성

  -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중 1,2,3학년 재학생

  - 학년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년 C(2.0)학점 이상인 자

 나. 선발요소 및 배점

계

1차 평가 2차평가

필기평가
대학성적/
수능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신체검사 신원조회

1,000점 400점 100점 200점
300점

(합 · 불)
합 · 불 적 · 부

  - 필기평가: 지정능력검사,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국사

  - 체력검정: 1.5Km달리기(100점), 윗몸일으키기(60점), 팔굽혀펴기(40점)

 다. 선발일정 및 인원

  - 지원서접수; 매년 6월말~8월초

   ※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육군모집→지원서작성→관련우편발송

  - 최종합격자 발표: 매년 11월 말

  - 선발인원: 1,2,3학년 차등선발(000명) 중앙선발

 라. 의무 복무기간: 7년(학사의무기간 3년+장학금수혜기간 4년) 

 마. 장학금지급: 4년 실비 전액지급

 바. 장학생 선발자 ROTC 지원시 가산점 부여

 사. 졸업 후 학사사관으로 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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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사관 제도

 가.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인 사람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예비학사사관: 대학 1,2,3학년 재학생 남자

 나.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1차평가 2차평가 기 타

필기고사
(국사포함)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회

점수 1000 400 100 200
300

(합 · 불)
합 · 불 적 · 부

  - 필기평가: 지정능력검사,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국사

  - 체력검정: 1.5Km달리기(100점), 윗몸일으키기(50점), 팔굽혀펴기(50점)

 다. 선발일정 및 인원

  - 지원서접수: 매년 7월초~8월초

   ※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육군모집→지원서작성→관련우편발송

  - 최종합격자 발표: 매년 1월초

  - 선발인원: 1,2,3학년 차등선발(000명) 중앙선발

 라. 의무 복무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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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1. 강릉캠퍼스 통학버스 운행 안내

  가. 운행노선 및 대수 
      1) 노선 
          - 학교 ↔ 동해 ↔ 삼척

      2) 대수 : 1일 1대(1회 왕복운행)

  나. 운행기간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방학기간 등 휴업일 제외

  다. 승차요금 : 동해 2,000원, 삼척 3,000원

  라. 운행시간
    1) 등교 (삼척→동해→학교)

삼 척 동 해 강 릉

구산업
은행

제일
교회

SK
주유소

효가
사거리

현대
아파트

흥국
생명

한양
아파트

한국
통신

묵호역
삼성

아파트
학교

07:30 07:35 07:45 07:50 07:55 08:00 08:02 08:05 08:10 08:12 08:50

    2) 하교(학교→동해→삼척)

강 릉 동 해 삼 척

학교
삼성

아파트
묵호역

한국
통신

한양
아파트

흥국
생명

현대
아파트

효가
사거리

SK
주유소

제일
교회

구산업
은행

18:30 19:08 19:10 19:15 19:18 19:20 19:25 19:30 19:35 19:45 19:50

  마. 이용방법

    1) 통학버스이용권(전자카드) 사용
    2) 강릉캠퍼스 학생지원과에서 전자카드 구매 후 일정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
    3) 이용권의 반환 : 불 필요시 반납 후 환불 처리
    4) 현금승차 및 회수권 사용 불가

  바. 카드구매 및 충전

    1) 담당부서 : 강릉캠퍼스 학생지원과
    2) 카드 발급 및 충전기간 : 월~금 09:30~17:30
    3) 카드 발급 보증금 : 8,000원
      (보증금은 카드 반납 시 전액 환불함. 단, 카드 분실 및 파손 시는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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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주캠퍼스 통학버스 운행 안내

  가. 운행기간 : 학기중
      (※ 토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방학기간 등 휴업일 제외)

  나. 승차요금 : 서울 6,000원, 이천 4,000원, 여주 3,000원, 문막 1,000원

  다. 운행시간

    1) 등교
      ○ 강변출발

구 분
강변역 테크노마트
입구(구의공원 방향)

여주버스터미널
새로운병원 건너편

문막플러스마트
주차장입구

학교도착

월~목 07:00 08:10 08:20 08:50
금 06:45 08:10 08:25 08:50

     ○ 강남출발

구 분
강남고속버스 지하철역 8번출구 옆 

신세계백화점 정문 앞
이천버스터미널
그랜드웨딩홀 앞

학교도착

월 06:30 08:00 08:50
화~목 06:45 08:00 08:50

금 - 07:50 08:50

    2) 하교 

구 분 학교출발
문막 시외(고속)버스

간이 승강장
여주버스터미널
새로운병원 앞

맥도널드 앞
(고려웨딩부페 옆)

서울강변

월~목
17:10 17:25 17:45 18:05 18:50
18:10 18:25 18:45 19:05 19:50

금 18:10 18:25 18:45 19:05 19:50

※ 학교사정에 의거 시간 및 노선(운행 대수 포함)이 변경 될 수 있음

  라. 이용방법
    1) 통학버스이용권(전자카드) 사용
    2) 원주캠퍼스 행정실에서 전자카드 구매 후 일정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
    3) 이용권의 반환: 불필요시 반납 후 환불 처리
    4) 현금승차 사용 불가

  마. 카드구매 및 충전
    1) 담당부서: 원주캠퍼스 행정실
    2) 카드 발급 및 충전기간: 월~금 09:30~17:30
    3) 카드 발급 보증금: 10,000원

       (보증금은 카드 반납 시 전액 환불함. 단, 카드 분실 및 파손 시는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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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프로그램

우리 대학은 국제화, 세계화의 선진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국제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 26개국 70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해외 자

매대학에 파견되어 학점을 인정받는 ‘교환학생’과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청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워크캠프’와 재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떠나는 ‘글로벌문화탐방’ 등 내실 있는 국제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생 약 220여명이 본교에서 수학(2016년 1학기 기준)하고 있으며, 재학생들

과 외국인 학생이 1:1로 친구가 되는 ‘국제도우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제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및 파견국가 선발시기 혜    택 연수기간

영어단기연수 미국 연1회, 10월경  경비일부지원, 학점인정 방학 중 4주 

영어단기연수 필리핀 연2회, 4월/10월경  경비일부지원, 학점인정 방학 중 4주

중국어단기연수 중국 연1회, 4월경  경비일부지원, 학점인정 방학 중 4주

일본단기연수 일본 연1회, 10월경  경비일부지원 동계방학 중 1주~2주

글로벌문화탐방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연2회, 3월/9월경  경비일부지원 방학 중 7일~20일

국제워크캠프
(해외봉사활동)

유럽, 아시아 연1회, 3월경  경비일부지원 하계방학

국제도우미(외국인학생과 1:1 친구 맺기) 연2회, 3월/9월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40시간 이상 활동 시)

학기 중 

※ 상기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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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
 - 기 간 : 1년 

 -  혜 택 :  본교 등록금 납부로 자매대학 등록금 면제, 학점인정

국 가  및  대 학 명 선발인원 선발시기 과 정 학기시작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2명 4월경 러시아어 연수 9월초

이르쿠츠크 유라시아 언어대학 2명 4월경 러시아어 연수 9월초

모스크바재정대학 2명 4월경
International Finance 학과의 영어전용강좌 

수강 
9월초

일 본

가고시마대학 2명 4월경 학부 정규 수업 10월초

돗토리대학 2명 4월경 학부 정규 수업 10월초

후쿠이현립대학 2명 10월경 학부 정규 수업 4월초

오이타대학 2명 10월경 학부 정규 수업 4월초  

중 국

요녕대학 2명 10월경 중국어 연수, 정규 과정 2월말

연변과학기술대학 3명 10월경 중국어 연수, 정규 과정 2월말

요동학원 2명 4월경 중국어 연수, 정규 과정 8월말

염성공학원 2명 4월경 중국어 연수, 정규 과정 8월말

하얼빈공업대학 2명 10월경 중국어 연수, 정규 과정 2월말

상해제2공업대학 2명 4월경 중국어 연수, 정규 과정 8월말

말레이시아

사라왁대학 2명 5월경
학부 정규 수업
(영어전용강좌)

8월말

푸트라대학 2명 10월경
학부 정규 수업
(영어전용강좌)

2월중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2명 8월경
학부 정규 수업
(영어전용강좌)

3월초

태 국 치앙마이대학 2명 5월경
학부 정규 수업
(영어전용강좌)

10월중

필리핀 필리핀대학 2명 5월경
학부 정규 수업
(영어전용강좌)

11월초

브루나이 브루나이다루살람대학 2명
4월경/
10월경

학부 정규 수업
(영어전용강좌)

1월초/
8월초

※ 상기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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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은 교육부에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

력 선도 모델 창출·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6

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받아 대학-산업체-학생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현장실습 등 현장 중심 교

육의 내실화, 취·창업 교육 및 지원, 맞춤형 기업지원 등 산업체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맞춤형 인재를 육

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Cell 프로그램, 산학협력 인증제 등의 핵심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운영하여 인력양

성·고용촉진·산학 상생발전의 성과 창출과 함께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주요사업

2. 기대효과

  - 현장실습학점제 및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졸업생 배출에 따른 취업률 향상

  -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교육과정에 참여로 기업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취업경쟁력 확보 

  -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산학협력 Cell(지도교수-학생-기업 공동체) 참여를 통한 취업연계

  -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역량 강화

  - 기업의 수요가 대학교육에 즉시 반영되는 수요자 중심교육 실현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 확보

[인력양성 프로그램]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
정 및 산학협력인증제 참여

☞  특성화분야(신소재, 해양바이오) 육성에 따른 최신의 
실험실 활용 및 학생역량강화 사업 참여

☞ 현장실습학점제(계절제, 학기제) 참여

☞ 캡스톤디자인 수행

☞ 기술개발 등 산학공동 과제에 참여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실질적 기업 밀착 협력이 가능한 산학협력 Cell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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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단 참여학과
캠퍼스 대학 참여학과 비 고

강릉캠퍼스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총 38개 학과
사업 참여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화학신소재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환경조경학과

공과대학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예술체육대학 공예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원주캠퍼스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복지학과, 다문화학과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밀기계공학전공, 

기계의용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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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통한 안정적 미래 영위를 위하여 다양한 조직과 프로그램 및 시스

템을 마련하여 학생생애 전체에 걸친 맞춤형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조직
 -  취업지원본부는 학생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의 취업과 진로 개발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창업지원본부,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조직이 입체적으로 재학생의 진로 및 취

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학생 주도의 자발적 취업문화를 기반으로, 대학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 취업을 위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며, 취약한 분야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동시에, 이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와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추진 방향

구 분 대표 프로그램 / 내용

학생 주도형 취업문화 형성

자생적 취업문화 형성 - 취업동아리 지원사업

학생주도형 프로그램 - Gtalk

학생리더양성 프로그램 - 리더스캠프

자발적 역량강화 지원 - 자격증 취득 장학금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단과대학 특화 프로그램 - ICPC(집중취업준비과정)

계열별 진로/취업 특강 - 수시

취약학과 집중 지원 - 학과별 로드맵 제시 및 맞춤 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산학협력&협업환경 구축

우수기업 관리 -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교내외 조직 협업 - 위원회 및 협의체 등

학생경력관리 시스템 -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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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 교과목 운영

교과목 명 대 상 학점 이수구분

취업과 진로설계 1~3학년 2 심화교양

취업준비와 성공전략 4학년 2 심화교양

성공취업을 위한 인성과 리더십Ⅰ~Ⅲ 전학년 2 심화교양

인턴십과 취업 4학년 졸업예정자 2 심화교양

국내인턴십Ⅰ 3,4학년 2 심화교양

국내인턴십Ⅱ 3,4학년 4 심화교양

국내인턴십Ⅲ 4학년 3 심화교양

국내인턴십Ⅳ 4학년 9 일반선택

국내인턴십Ⅴ 4학년 12 일반선택

해외인턴십Ⅰ 전학년 2 심화교양

해외인턴십Ⅱ 전학년 4 심화교양

해외인턴십Ⅲ 전학년 12 일반선택

여대생커리어개발 전학년 여학생 2 심화교양

 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세부 추진 내용 일  정

[정교교과목]
여대생커리어개발

여대생의 커리어 및 경력개발
(자기이해-진로탐색-진로설계-진로준비)

2016년 
1,2학기

[개인별커리어개발]
커리어 멘토링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멘토링
2016년 
1,2학기

[젠더의식 강화훈련]
대학생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대학생 성인지 교육 및 자원활동가 양성
2016년 
1,2학기

[개인별커리어개발]
여대생 특강

여성리더특강, 여대생의 진로와 직업세계와 관련된 특강
2016년 
1,2학기

[직무능력훈련]
기업탐방

기업탐방을 통한 진로탐색
2016년 
1,2학기

[젠더의식 강화훈련]
동행(同行)

젠더의식함양 및 남녀파트너십 구축 2016년 4월

[직무능력훈련]
운동처방사 양성과정

운동처방사 2급 민간자격증 취득 2016년 6월

[지역사회특화]
동계올림픽 대비 공정여행기획자 양성과정

관광, 올림픽 도시 특성을 살린 
공정여행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016년 6월

[직무능력훈련]
여대생리더십캠프

4학년 여대생 리더십 향상 캠프 2016년 9월

[직무능력훈련]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천연제품 제작과 창업

사회적기업 바로알기와 창업
천연제품 만들기(비누,화장품 등)

2016년 10월

[여고생멘토링]
두(do)런(run)두(do)런(learn)

일반계고 여고생 멘토링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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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 시스템 등

 가.  PLUS : 취업지원본부에서 운영하는 학생경력관리시스템(http://job.gwnu.ac.kr)으로,  학생 경력 포트폴리오, 채용정

보, 기업정보, 구직정보 제공, 취업프로그램 온라인 신청·관리가 이루어지며, 모바일앱(PLUS프로그램)을 통하여 언

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습니다.

 나.  취업통계관리시스템(http://job.gwnu.ac.kr/jobs) : 졸업생들의 취업률의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안내

  · 취업지원관 강릉 : http://www.facebook.com/pulsare

  · 취업지원관 원주 : http://www.facebook.com/sherpa.chang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http://www.facebook.com/gwnuwoman

라. 위치 및 전화번호 

  · 강릉캠퍼스 : 도서관 카페 2층 033-640-2735, 2047

  · 원주캠퍼스 : 본관 1층 잡카페 033-760-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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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캠퍼스 

캠퍼스 안내도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N1   정문

 N2   운동장

 N3   체육부합숙소

 N4   학생테니스장

 N5   해람문화관

 N6   체육관

 N7   무도관

 N8   파워플랜트

 N9   창업보육센터

 N10  산학협력관

 N11  공학1호관

 N12  공학2호관

 N13  자연과학1호관

 N14  자연과학2호관

 N15  학생2식당

 N16  생명과학1호관

 N17  생명과학2호관

 N18  공동실험실습관

 C1   사회과학관

 C2   인문관

 C3   학생회관

 C4   후생관

 C5   학술정보지원센터

 C6   대학본부

 C7   각추식물원

 C8   해람지

 C9   교육지원센터

 C10  예술1호관

 C11  예술2호관

 C12  풋살경기장

 C13  학군단

 C14  교직원테니스장

 C15  골프학습장

 C16  야외음악당

 D1   학생생화관 (정진관)
 D2   학생생활관 (예분관)
D3   학생생활관(명진관)
 D4   학생생활관 (율곡관)
 D5   학생생활관 (사임당관)
 D6   국제교류관

 D7   학생생활관 (이문관)
 S1   치학1호관

 S2   치학2호관

 S3   치과병원

캠퍼스 안내도

강릉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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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퍼스 

 W1   정문

 W2   보건복지대학 3호관

 W3   본관

 W4   산학지원관

 W5   강보건복지대학1호관

 W6   과학기술대학

 W7   학생휴게실

 W8   학생회관

 W9   보건복지대학 2호관

2호관

 W10  파워플랜트

 W11  테니스장

 W12  과학기술대학 1호관

 W13  실험실습실

 W14  예솔관

 W15  과학기술대학 3호관

 W16  부설유치원

 E1   체육관 (예정)

(예정)

 E2   대운동장

 E3   도서관

 E4   청송관

 E5   학생생활관

원주캠퍼스



(25457)강원도 강릉시 죽헌길7 
강릉원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TEL: 033-640-2739∼41

FAX: 033-640-2079

입학전형실

TEL: 033-640-2941∼42
FAX: 033-640-3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