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학사편입학(군위탁편입학 포함) 수험생 유의사항

1. 수험생은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고사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착오 없도록 유념하여야 합니다.
2. 시험 일시 및 장소
   가. 필답고사
       1) 대  상 : 학사편입학 지원자(군위탁편입학 제외) 
       2) 일  시 : 2018. 12. 27.(목) 10:00-12:00 (09:30분까지 입실완료)
       3) 장  소 : 39동 B103호
       4) 시간표

           

고사과목 입실완료 문제지배부 고 사 시 간 비  고

전공 09:30 09:55 10:00~12:00(120분)

   나. 면접 및 구술고사
       1) 대상 : 학사편입학 지원자 및 군위탁편입학 지원자
       2) 일시 및 장소 : 별첨(2페이지 참조)
3. 필답고사 시간 중 지켜야 할 사항
   가.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볼펜 등(흑, 청색)<연필사용 불가>
   나.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고사 개시 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전자수첩, 보이스펜, MP3 및 휴대용 무전기 등의 전자‧통신기기를 지니고 고사

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휴대품은 고사실의 앞‧뒤 또는 고사실 밖 공간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사시간 중에는 문제지의 인쇄가 잘못된 경우 외에는 일체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흑, 청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고사시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자는 고사장에서 즉시 퇴실조치하고 

그 과목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
         - 시험개시 선언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타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타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 타 수험생과 말 또는 신호를 하거나 부정 휴대물을 사용하는 행위
         - 대리 수험 행위
         - 고사실 내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수첩, 보이스펜, MP3 및 전자‧통신기기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
         - 타 수험생의 수험을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원활한 고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기를 한 경우
         - 기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감독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지적 받는 행위
   사. 답안지의 어느 곳에라도 인적사항 등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표기 및 불분명한 표기나 연필 등으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아. 답안을 다 작성한 경우라도 고사개시 후 30분 이내에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자. 고사시간이 종료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를 정리한 후 조용히 퇴실합니다.
4.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19. 2. 8.(금) 
   나. 장소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대학 공지사항
5. 합격생 등록 : 합격자 발표 시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공지사항에 안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본부 입학관리과(전화 880-5022) 또는 공과대학 교무행정실(880-7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대 학 교 공 과 대 학



2019학년도 학사편입학(군위탁편입학 포함) 면접 일정표

<장소안내>
오시는 길 : 「공과대학 홈페이지(http://eng.snu.ac.kr) → 공과대학소개(캠퍼스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참조

2018. 12. 21.

서 울 대 학 교 공 과 대 학

모집단위 면접일자 면접시간 면접 대기장소 유의사항 학과 연락처

건설환경공학부

2018. 12. 27.(목)

13:00 35동 315호
5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343

기계항공공학부
(기계/우주항공)

13:30 301동 117호
10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1911

건축학과 
(건축학/건축공학 전공)

13:30 39동 535호
15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433

산업공학과 14:30 39동 308호
10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172

에너지자원공학과 13:30 38동 311호
5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219

원자핵공학과 14:00 32동 109호
10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201

전기·정보공학부 13:00 301동 318-2호
10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255

컴퓨터공학부 14:00 301동 316호
20분전까지

대기장소 입실완료
880-7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