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비고

공과대학
(15명)

기계항공공학부 2
재료공학부 1
전기‧정보공학부 2
컴퓨터공학부 2
건설환경공학부 1
화학생물공학부 1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1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1 5년제

산업공학과 1
원자핵공학과 1
조선해양공학과 1
에너지자원공학과 1

소   계 15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편입학 모집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2. 세부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입학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16. 12. 12.(월) 10:00 ～ 
12. 16.(금) 18:00

Ÿ 접수: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및 유웨이어
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2. 지원서류 제출
2016. 12. 13.(화) ～ 12. 19.(월)  

10:00～18:00 도착분
(08826)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무행정실 39동 211호

 3. 수험표교부 2016. 12. 20.(화) 10:00 이후
인터넷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하여 필답
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시 패용

 4. 필답고사
2016. 12. 27.(화) 
10:00～12:00 (9:30까지 입실)

고사장: 공과대학 39동 B103호

 5. 면접 및 구술고사 2016. 12. 27.(화) 이후 
지원 모집단위 별로 시행
(자세한 면접관련 안내는 12월 27일 이후 
지원학부(과)에 문의)

 6. 합격자 발표 2017. 2. 3.(금) 18시 이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에 발표

 7. 합격자 등록
2017년 2월 중
(상세 일정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에 안내)

납입고지서를 입학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출력하여 등록

 ※ 군위탁편입학 일정도 위와 동일함
 ※ 상기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학사편입학
1)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7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로서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모집단위별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TEPS
TOEFL

모   집   단   위
CBT IBT

601점 이상 227점 이상 86점 이상  공과대학 전 모집단위

※ 공과대학은 영어 성적을 지원자격으로 활용함.
※ TOEFL(CBT, IBT) 성적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조견표에 의해 TEPS 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영어권 국가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영어 성적을 다른 전형요소와 합산하지 않고 지원 자격으로 하는 모집단위 지원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단, 영어권 국가 대학원 졸업 예정자인 경우 2017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하여 
공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TEPS 및 TOEFL 성적 인정 범위
TEPS(또는 TOEFL) 성적은 지원서 접수마감일(2016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만을 인정함 
<단, TEPS의 경우 제194회(2015.01.10.) - 제225회(2016.12.03.) 정기시험>

나. 군위탁 편입학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장교(2017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장교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영어성적의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성적, 인정범위 등은 위 “가”항의 학사편입학 내용과 동일함

4. 지원할 수 없는 출신학과(전공)의 범위
1)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동종의 학과(부, 전공) 출신자 : “별표 1” 참조
2)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동종의 학과(부, 전공)를 복수 전공한 자
3) 지원 모집단위를 부전공한 자 또는 위 제한기준에 없는 유사한 학과(부)·전공 출신자의 경우에는 

지원 모집단위의 장이 지원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입학 지원서 접수 전 모집단위(지원학과(부))
에 사전 문의하기 바람



대   학 모 집 단 위 동일, 동종의 학과(부)․전공 출신 제한기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학과 명칭이 "기계", "항공", "정밀기계", "자동차" 등 동일계열로 분
류되는 학과

재료공학부 학과 명칭이 "재료", "금속", "섬유", “무기재료” 등 동일계열로 분류
되는 학과

전기‧정보공학부 학과 명칭이 "전기", "전자", “제어”, “계측"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건설환경공학부 학과 명칭이 "도시", "토목", "환경"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학과 명칭이 "자원"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컴퓨터공학부 학과 명칭이 "컴퓨터", "정보과학", "전산"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화학생물공학부 학과 명칭이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학" 등 동일계열로 분류
되는 학과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학과 명칭이 "건축"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건축공학
전공

산업공학과 학과 명칭이 "산업"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원자핵공학과 학과 명칭이 "원자"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학과 명칭이 "조선", "선박", "해양공학" 등 동일계열로 분류되는 학
과

<별표 1>

※ 위 게시된 동일․동종학과를 복수전공한 자도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이 제한됨
   단, 부전공자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모집단위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음
※ 위 제한기준에 없는 유사한 학부(과)․전공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도 동일․동종 학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5. 편입학 학년
3학년으로 편입됨. 단, 군위탁 편입학 대상자의 경우 전형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교육부 

취학추천 현황에 따라 2학년으로도 편입될 수 있음

6. 전형방법
가. 선발기준

1) 모집단위별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모집안내 및 사정원칙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함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사정원칙에 의하여 선발함
3)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에도 우리 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인원 및 최종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나. 전형요소 및 배점  

  

전 형 영어
전공과목

제2외국어 면접 및 구술 서류심사 논술 합계 비고이론 실기
고사

학사편입학 100 100 200
군위탁편입학 100 100 200



다. 전공필답고사(전공이론)과목

  

대   학 모 집 단 위 전    공    시    험     과    목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공학수학, 물리

재료공학부 공학수학, 재료물리화학

전기‧정보공학부 공학수학ⅠⅡ, 물리

건설환경공학부 공학수학ⅠⅡ

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수학

컴퓨터공학부     공학수학 I II

화학생물공학부 공학수학, 유기화학, 공정유체역학

건 축
학 과

건 축 학 전 공 건축개론

건축공학전공 공학수학

산업공학과 공학수학, 공업통계, 컴퓨터의 기초 또는 컴퓨터원리

원자핵공학과 공학수학, 일반물리, 핵공학기초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의 이해, 구조정역학, 유체역학기초

 

라. 선발방법 : 전공,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군위탁 편입학은 면접 및 구술고사, 서류심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7.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수험표 각 1부(인터넷 접수 후 출력)
   ○ 반명함판(3x4) 사진 2매

※ 입학지원서 및 수험표에 각 1매씩 부착. 입학지원서 및 수험표를 흑백출력 했거나 또는 컬러출력 
했더라도 해상도가 낮아 사진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부착해야 함.

    ○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부(군위탁의 경우 2부)
    ○ 학사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군위탁 2부) : 100분위 점수가 기록된 것을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제출, 편입학 했을 경우 전적대학 성적 모두 제출 
    ○ TEPS 또는 TOEFL 성적표 1부
        ※ TEPS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TOEFL 성적표는 원본 성적표 또는 인터넷 출력물 1부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제출기한 : 12. 19.(월) 18:00까지 도착분



안  내  부  서 대표전화번호 위치(동 ․ 호수) 홈페이지주소 비고

입학본부 02-880-6971 150동 401호 h t t p : / / a d m i s s i o n . s n u . a c . k r

공과대학 교무행정실 02-880-7009 39동 211호 http://eng.snu.ac.kr

기계항공공학부 02-880-1916 301동 1523호 http://mae.snu.ac.kr

재료공학부 02-880-7185 33동 121호 http://mse.snu.ac.kr/

전기·정보공학부 02-880-7241 301동 319호 http://ee.snu.ac.kr/

컴퓨터공학부 02-880-1526 302동 317-2호 http://cse.snu.ac.kr/

건설환경공학부 02-880-7343 35동 323호 http://cee.snu.ac.kr/

화학생물공학부 02-880-7400 302동 909호 http://cbe.snu.ac.kr/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02-880-9397 39동 535호 http://architecture.snu.ac.kr/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과 02-880-7172 39동 335호 http://ie.snu.ac.kr/

원자핵공학과 02-880-7201 32동 112호 http://nucleng.snu.ac.kr/

조선해양공학과 02-880-7321 36동 305호 http://ship.snu.ac.kr/

에너지자원공학과 02-880-7219 38동 311호 http://ere.snu.ac.kr

8. 안내 부서 및 연락처

※ 기타 상세한 모집안내는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