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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항상 가까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보장 - 사회맞춤형 협약반 운영

뷰티&코스메틱계열–피부ㆍ화장품전공 [아모레퍼시픽반]

호텔조리계열 [HRM전문셰프반]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UI/UX디자인반]

전기과 [스마트생산자동화반]

산업공학과 [생산공정최적화반]

뷰티&코스메틱계열 - 헤어전공 [헤어시그니쳐반]

기계과 [생산제조마이스터반]

자동차과 [자동차기술마스터반]

외식사업과 [CRM서비스반]

전자과 [반도체장비반]

스마트IT과 [소프트웨어엔지니어반]

호텔관광과 [HOTEL MGR반]

현장실무역량 갖춘 코스메틱 인재 양성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창의적 전문조리인 양성

홈페이지 제작 및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UI/UX 현장실무형 기술인재

PLC를 이용한 기계장비 및 시스템을 제어하는 현장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강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공정 최적화 인재 양성

탄력적 사고를 갖춘 최고의 현장실무형 헤어 미용 전문가 양성

생산제조 현장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현장맞춤형 자동차 전문기술 인력 양성

식음료 영업장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인재 양성

최고의 현장 중심 반도체장비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수용에 부응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대학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이다.
산업체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현장중심의 서비스 전문인 양성

LINC+ 협약산업체

협약산업체 취업약정

개 학과, 개 과정

개 업체

명

12

119

2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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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 내 진로 지도 및 취 · 창업 징원 기능의 일원화 및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재학생과 졸업생 뿐만 아니라, 타 대학교 학생 및 인근 지역 청년들도 누구나 쉽게 진로 취업에 관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통합 진로 및 취창업지원센터

SETP 01

• 진로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진로특강

1학년 1학기

진로탐색

SETP 02

• 전공별 필요역량조사
• 직무분석
• 직업정보탐색

1학년 2학기

진로설정

SETP 03

• 전공별
    필수자격증 취득
• 직무역량 강화

2학년 1학기

직무역량
향상

SETP 04

• 구직역량 강화
• 채용정보 제공 알선
• 입사서류 작성 및
    면접지원

2학년 2학기

구직역량
향상

커리어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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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3816631069

24 593 894

528 24 593
지식산업 맞춤 인재양성 과정
- 24개 과정 593명 수료

사업주 위탁훈련 인력향상
- 24개 과정 593명 수료

2020학년도 오산대학교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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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 (2년 연속)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전문대학교
창업지원부문 전국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실습학기제, 창업휴학제15

2 5 7
2018~2019
(2년 연속) 매경 대학
창업지수 종합 2위

BI보육역량
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7년 연속 S등급

2018 재학생
학생창업자
배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명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학생창업 지원 전용공간 아이디어 작품 제작 및

예비창업자 제품 개발 지원

, 창업아이디어 구매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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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

기계과

산업공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전기과

전자과

스마트IT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실용사회복지과

경찰행정과

세무회계과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마케팅경영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외식사업과

기술행정부사관과기술드론부사관과

2020학년도 오산대학교 모집요강



호텔조리계열

 - 호텔조리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건강재활과

뷰티&코스메틱계열

 - 피부 · 화장품전공

 - 헤어전공

 - 메이크업 · 네일전공

이벤트연출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스포츠지도과

조리부사관과



공학계열 ㅣ 기계자동차학부

2020학년도 오산대학교 학과안내

자동차정비(수입차, 국산차) 분야, 하이브리드자동차 정비 분야, 자동차부품 생산기술 및 생산 

분야, 자동차 손해사정 분야 및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이론교

육과 현장 실무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적응력을 높여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8616-4404

■ 상담교수  이 정 환

자동차정비업체 및 검사원 / 자동차 회사 및 연구소 /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차량보상과+) / 

한국철도공사 / 한국도로공사 등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자동차 손해사정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산업공학과는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류/인사/회계 등의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며, 제한적 자

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최적화 방법을 습득합니다.

산업공학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3371-3235

■ 상담교수  최 병 관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부품제조관련업체 등

품질경영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

다양한 기계 산업기술(기계, 자동차, 금형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공업에 관련된 이론과 실험

실습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컴퓨터응용(CAD/CAM/CNC/CAE)분야에서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해서 설계, 생산, 가공, 생산기술개발, 관리 업무 등 기계공업 전 분야에서 종사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계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6228-2868

■ 상담교수  김 범 준

기계부품설계, 가공분야 / 금형설계, 가공분야  / CAD/CAM분야(Modeling) 등

생산기계산업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진압 등에 관한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방설비시공 및 

감리업체, 소방·방재·위험물 및 재난관리 관련 업체, 산업안전관리업체, 소방청 등 소방안전 발

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소방안전관리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3721-7675

■ 상담교수  김 영 길

소방공무원, 소방공학기술자, 화재감식전문가, 연구실안전전문가, 기업재난 관리자, 응급구조사, 

소방관리자 등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소방안

전관리자 등

–    12    –



스마트 IT과는 소프트웨어 및 사물인터넷, 디지털 영상 인터페이스,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

실, 게임, 크리에이티브 로보틱스, 차세대 모바일 분야 등 최신 기술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하

는 동시에 타 분야와의 지속적인 융합의 시도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게임, 컴퓨터그래픽, 응용소프트웨어관련 등

MOS, ITQ, COS, IC3,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스마트IT과

010-3342-2693

■ 상담교수  안 정 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ICT기반 제품설계/보전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학과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전자 및 통신 관련업체, 반도체산업관련 장비제조 및 보전 등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등

전자과

010-4871-0705

■ 상담교수  주 진 화

디자인+공학 교육을 디지털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 

전문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기업체 기획 및 홍보 디자인실, 광고회사, 인쇄 분야 및 시각디자이너 등

시각디자인산업기사, 3dsmax자격증, 웹디자인 기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010-9239-7580

■ 상담교수  윤 하 영

공학계열 ㅣ IT학부

전기과

010-4729-7533

■ 상담교수  김 영 균

전기과는 생산자동화분야 및 전기전자시설관리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NCS 기반의 현장실

무교육 내실화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지식을 겸비한 전기제어기술인재 및 전기전자시설관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전기 · 전자분야, 기계 · 자동차분야, 우주 · 항공분야 등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산업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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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치안질서 및 사회안전 서비스에 필요한 실무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경찰인력의 양성과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

요한 보안요원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행정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5246-2830

■ 상담교수  김 종 식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보안 및 경호안전요원 등

토익자격증, 국가공인무술단증, 교통사고 감정사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경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체계적

이고 수준 높은 임상관련분야의 교육과 더불어 현재 복지흐름이 요구하는 프로그램기획, 행정, 

회계, 마케팅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실용사회복지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6595-0828

■ 상담교수  이 상 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지역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다문화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2급,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자격증 등

기술드론부사관과는 무장/사격통제/유도 기술부사관 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군의 최근 무인 전력 

운용 인력 확충 요구에 맞추어 드론 운용/정비 능력도 겸비한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기술드론부사관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4783-2010

■ 상담교수  김 승 우

직업군인(부사관,장교), 군무원, 경찰, 드론 운영 국가기관/기업, 조선/해양업체 등

국가공인 드론운용자격증,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공학계열 ㅣ 군사학부

인문사회계열 ㅣ 사회서비스학부

2020학년도 오산대학교 학과안내

–    14    –



마케팅경영전공은 경영 및 마케팅 관련 핵심 지식과 교과목들을 현장감 있게 교육하여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직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마케터 등

사회조사분석사, ERP정보관리사, 경영지도사, 검색광고마케터, 유통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등

마케팅경영과

010-4300-9388

■ 상담교수  이 진 훤

유치원 교사로서의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교과 뿐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비교과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직, 전공 및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교사 등

유치원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미술심리치료사 등

유아교육과

010-3387-9912

■ 상담교수  남 효 순

아동보육과

010-3386-9117

■ 상담교수  권 기 남

영유아가 생애 처음 만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과로, 바른 인성을 갖춘 보육전문가, 현장맞춤

형 실무능력을 갖춘 보육전문가, 영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보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어린이집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보육관련 업체 전문 연구원 등

보육교사 2급, 생태놀이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등

세법 및 회계학의 전반적인 지식과 효율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무회계 관리능

력을 향상시키고, 현대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IT기술을 활용한 경영활동의 정보화 및 그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을 향상시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세무사, 세무공무원, 회계법인, 세무법인, 금융기관 등

세무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세무회계과

010-8750-1495

■ 상담교수  심 상 규

인문사회계열 ㅣ 사회서비스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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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항공산업 분야에 필요한 올바른 인성과 강한 책임감을 갖춘 항공서비스 전문인재 양성

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항공서비스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9247-9097

■ 상담교수  이 한 나

국내/국외 항공사, KTX/SRT고속열차 및 국내외 크루즈 선박 승무원 등

CRS항공예약발권 자격,비서자격증, SMAT(서비스경영자격증), 항공서비스매니저 자격증 등

전문 외식업체 및 호텔, 커피 관련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현장밀착형 ‘버틀

러(butler)_F&B서비스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외식사업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31) 370-2798

■ 상담교수  박 근 도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

바리스타1,2급, 커피조향사, 서비스평가사, 조주기능사, 우리술조주사, 와인소믈리에 등

인문사회계열 ㅣ 군사학부

글로벌 관광산업을 주도할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호텔, 여행사, 리조트, 면세점, 외

식, 관광기업의 실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화를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등 어학능력배양 코스

와 국제매너, 서비스를 갖춘 국내 유일의 호텔관광 전문인을 양성하는 요람입니다.

호텔관광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9053-8962

■ 상담교수  심 홍 보

국내 5성급 호텔, 해외 5성급 호텔, 리조트 및 테마파크 등

호텔경영사(총지배인), 호텔관리사(지배인), 호텔서비스사 등

인문사회계열 ㅣ 관광서비스학부

함정운용 기술부사관 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군의 최근 행정리더쉽을 갖춘 군 인력 확충 요구에 

맞추어 전산/행정/회계 능력을 겸비한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기술행정부사관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4783-2010

■ 상담교수  김 승 우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군무원, 경찰, 보안분야 기업체 등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회계관리 등

2020학년도 오산대학교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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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부사관과

010-3746-4223

■ 상담교수  이 유 경

대한민국 국군의 중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과 덕성,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화되는 미래 자주국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수한 조리부사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육군, 해군, 공군의 조리 중견간부, 군무원, 군에서 경영하는 호텔 및 리조트 등

한식, 양식, 중식,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등

만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근 · 골격계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증진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처방되는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할 수 있는 건강재활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 역량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양성에 노

력하고 있습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운동재활전문병원, 병의원 및 한의원, 보건소, 성장클리닉, 요양 병의원, 통증병원 등

건강운동관리사, 선수재활트레이너, 운동재활마사지, 운동재활테이핑 등

건강재활과

010-9370-5569

■ 상담교수  홍 대 석

자연과학계열 ㅣ 웰빙서비스학부

자연과학계열 ㅣ 군사학부

전문성과 미용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세분화된 헤어, 피부 · 화장품, 메이크업 · 네일 전공별

교과과정운영으로 현장 직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현장중심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아모레퍼시픽 마케터, 백화점 화장품 컨설턴트 및 매니저, 면세점 화장품 컨설턴트 및 매니저,

현장교육강사, 화장품 품질관리자, 화장품제조판매 관리자 등

미용사 종합면허증, 미용사(헤어)국가자격증, 미용사(메이크업)국가자격증,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등

뷰티&코스메틱계열

010-3623-0523■ 상담교수 김 영 주

피부·화장품전공

010-6283-3755■ 상담교수 김 종 란

헤어전공

010-3580-2720■ 상담교수 송 서 현

메이크업·네일전공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식문화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전문 조리사 및 영양사 양성을 목표로 

동양식, 서양식, 제과 · 제빵 및 서비스의 조리전공과 영양, 위생 및 급식경영의 영양전공에 관련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교육을 통해 호텔, 전문레스토랑, 외식업체외 병원, 학교급식 등 조리사와 

영양사로서 취업을 도모합니다.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호텔조리사, 한식 · 일식 · 중식 · 전문식당 조리사, 단체급식업체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등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제과 · 제빵기능사, 조주사, 바리스타 등

호텔조리계열

010-2215-0671

■ 상담교수  이 종 필

자연과학계열 ㅣ 조리서비스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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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무중심으로 교육하여 공연과 축제·전시와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에서 필요한 공

연기획자, 축제기획자, 테마파크 디자이너, 미디어크리에이터 등  행사기획자를 양성합니다.

이벤트연출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4737-4540

■ 상담교수  김 관 호

축제·공연기획사, 전시박람회 기획사, 광고/홍보대행사, 파티기획사 등

이벤트연출사, 행사기획자, SMAT서비스경영자격, 문서실무사 등

예·체능계열 ㅣ 예·체능학부

패션 산업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현장실무 능력, 창조적 사고, 인성을 겸비한 토탈 패션 코디네

이터 양성을 목표로 NCS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패션스타일링, 패션 브랜드 매

니지먼트, 패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패션스타일리스트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6334-5842

■ 상담교수  석 혜 정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 브랜드 매니저, 패션 온라인쇼핑몰 창업 등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샵마스터,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하여 

스포츠 현장의 시설관리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지도과

ㅣ 취업분야 ㅣ

ㅣ 취득 자격증 ㅣ

010-5330-3373

■ 상담교수  공 경 호

전문스포츠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이벤트기획, 스포츠 에이전트, 건강운동

관리사, 스포츠강사 등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

포츠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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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구  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원서접수
2019. 09. 06(금)

~ 09. 27(금)

2019. 11. 06(수)

~ 11. 20(수)

2019. 12. 30(월)

~ 2020. 01. 13(월)

서류제출 기한
(대상자만 해당)

2019. 10. 08(화) 17:00 2019. 11. 27(수) 17:00 2020. 01. 22(금) 17:00

면접예약
(해당학과만 예약)

2019. 10. 07(월) 10:00
~ 10. 10(목) 16:00

2019. 11. 25(월) 10:00
~ 11. 27(수) 16:00

2020. 01. 20(월) 10:00
~ 01. 22(수) 15:00

면접
(해당학과만 실시)

2019. 10. 12(토)

~ 10. 15(화)

2019. 11. 30(토)

~ 12. 03(화)

2020. 01. 29(수)

~ 01. 30(목)

합격자발표 2019. 11. 01(금) 2019. 12. 09(월) 2020. 02. 03(월)

수시 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 12. 13(금) 우리은행 전 지점 해당없음

정시 등록금 납부
(수시 잔여등록금 납부)

2020. 02. 06(목) ~ 02. 10(월) 우리은행 전 지점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9. 12. 13(금) 18:00 ~ 12. 23(월) 21:00까지

※ 예치금만 납부하며, 잔여 등록금은 위와 동일

2020. 02. 10(월) 18:00 

~ 02. 29(토)

※ 면접일자는 각 학과별 지원 인원에 따라 기간 중 확정되며, 확정시 개별 통보합니다.

※ 수시1, 2차 합격자(최초합격자, 충원합격자)는 등록 및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자로 처리되어 등록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등기우편이나 직접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대학본관 3층 입학홍보처

2. 원서 접수 절차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
오산대학교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입학원서

작성

▶ 전형료 결제 ▶ 수험표 출력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수험생에 대한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서접수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연락처 또는 출신고등학교는 변경 가능합니다.

나.  고교졸업 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상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학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다.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연락처 기재로 인한 연락두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해당 전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Ⅰ. 전형일정 및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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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전형료 관련 사항

가. 입학전형료

구  분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합계

비면접 학과 20,000원 5,000원 25,000원

면접학과 30,000원 5,000원 35,000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원서접수 종료 후 수수료 5,000원을 제

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각 모집시기별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전형요약

모집
시기

전형
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
인원

전형방법
환산점수

최저점 / 최고점 총점

수시

정원내
일반
전형

일반 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287
학생부 40% 

+ 
면접 60%

학생부 312점 / 400점

1,000점
면접 120점 / 600점

정원내
특별
전형

일반고 전형 비면접 전체 학과(계열/전공) 1,417 학생부 100% 312점 / 400점 400점

전문(직업)과정
전형

비면접 전체 학과(계열/전공) 383 학생부 100% 312점 / 400점 400점

정원외
특별
전형

농어촌 전형 해당학과(계열/전공) 80 학생부 100% 312점 / 400점 400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해당학과(계열/전공) 26 학생부 100% 312점 / 400점 400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형

해당학과(계열/전공) 113 출신대학 전체성적
평균 백분위 점수 100%

0점 / 100점 100점

소  계 2,306

정시

정원내
일반
전형

일반 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7

수능 40% 
+ 

면접 60%

수능 0점 / 400점

1,000점
면접 120점 / 600점

비면접 전체 학과(계열/전공) 38
학생부 30% 

+
수능 70%

학생부 236점 / 300점

1,000점
수능 0점 / 700점

소  계 45

합  계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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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1. 수시모집 (1, 2차)

전형구분

모집단위

학

제

주

/

야

편제
입학

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일반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수시

1차
모집

계

일반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수시
2차
모집

계

일반고

전형

전문

(직업)

과정

전형

농어촌

전형

기초생

활수급

자 및

차상위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

일반고

전형

전문

(직업)

과정

전형

공학

계열

기계

자동차

학부

자동차과 2 주 220 110 57 20 5 1 6 89 22 10 32

기계과 2 주 220 110 56 21 5 1 6 89 23 9 32

산업공학과 2 주 152 76 45 10 3 1 4 63 15 5 20

소방안전관리과 2 주 152 76 40 10 3 1 4 58 21 4 25

IT학부

전기과 2 주 220 110 54 23 5 1 6 89 23 9 32

전자과 2 주 212 106 59 15 4 1 6 85 24 7 31

스마트IT과 2 주 218 109 67 8 4 1 6 86 28 5 33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3 주 228 76 41 14 3 1 4 63 14 6 20

군사학부 기술드론부사관과[면접] 2 주 70 35 27 1 2 30 7 7

인문

사회

계열

사회

서비스

학부

실용사회복지과 2 주 160 80 53 6 3 1 4 67 17 3 20

경찰행정과 2 주 160 80 37 6 3 1 4 51 19 3 22

세무회계과 2 주 160 80 44 11 3 1 4 63 19 5 24

아동보육과 2 주 160 80 40 10 3 1 4 58 24 5 29

유아교육과 3 주 192 64 32 8 2 1 3 46 18 5 23

마케팅경영과 2 주 160 80 53 3 2 2 4 64 22 1 23

관광

서비스

학부

호텔관광과[면접] 2 주 220 110 77 5 1 6 89 32 32

항공서비스과[면접] 3 주 240 80 38 3 1 4 46 38 38

외식사업과 2 주 152 76 42 11 3 1 4 61 17 5 22

군사학부 기술행정부사관과[면접] 2 주 70 35 27 1 2 30 7 7

자연

과학

계열

조리

서비스

학부

호텔

조리

계열

호텔조리전공

3 주 318 106 45 29 4 1 6 85 21 10 31
식품영양학전공

군사학부 조리부사관과[면접] 2 주 70 35 24 1 2 27 10 10

웰빙

서비스

학부

건강재활과 2 주 220 110 58 19 5 1 6 89 24 8 32

뷰티

&

코스메틱

계열

피부 · 화장품
전공

2 주 144 72 49 9 2 1 4 65 11 2 13

헤어전공 2 주 80 40 27 5 1 1 2 36 6 1 7

메이크업 · 네일
전공

2 주 80 40 27 5 1 1 2 36 6 1 7

예·체능

계열 예·체능

학부

이벤트연출과 2 주 152 76 30 8 3 1 4 46 30 7 37

패션스타일리스트과 2 주 80 40 19 8 1 1 2 31 9 3 12

스포츠지도과 2 주 80 40 20 7 1 1 2 31 9 3 12

계 2,132 193 995 266 80 26 113 1,673 94 422 117 633

- 오산대학교 및 타 대학교 수시1차 합격자도 수시2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과명, 모집인원, 수업연한은 정원조정확정(교육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시 1, 2차 모집 미 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만큼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면접학과의 면접은 일반전형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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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시모집

전형구분

모집단위

학
제

주
/
야

편제
입학
정원

정시

일반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정시
모집
계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

공학

계열

기계

자동차

학부

자동차과 2 주 220 110 1 2

5

3

-

4

3

4

3

1

2

2

3

3

1

2

4

-

1

1

1

1

3

2

1

-

3

1

-

56

1

-

1

-

1

-

-

1

-

1

-

-

-

1

-

1

-

-

-

-

1

1

-

1

1

-

13

4

4

5

6

6

4

2

4 24

4

4

4

3

4

6

4

4

2

6

2

6

4

2

2

4

2

2

112

1 6

51

5

24

67

54

11

4

55

1 6 10

기계과 2 주 220 110 43

산업공학과 2 주 152 76 43

소방안전관리과 2 주 152 76 1

IT학부

전기과 2 주 220 110 14

전자과 2 주 212 106 58

스마트IT과 2 주 218 109 43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3 주 228 76 4

군사학부 기술드론부사관과[면접] 2 주 70 35 1

인문

사회

계열

사회

서비스

학부

실용사회복지과 2 주 160 80 17

경찰행정과 2 주 160 80 17 23

세무회계과 2 주 160 80 30 38

아동보육과 2 주 160 80 50 57

유아교육과 3 주 192 64 2 6

마케팅경영과 2 주 80 80 35 41

관광

서비스

학부

호텔관광과 2 주 220 110 25 36

항공서비스과[면접] 3 주 160 80 5 9

외식사업과 2 주 152 76 26 32

군사학부 기술행정부사관과[면접] 2 주 70 35 7 10

자연

과학

계열

조리

서비스

학부

호텔

조리

계열

호텔조리전공
3 주 318 106 2 9

식품영양학전공

군사학부 조리부사관과[면접] 2 주 70 35 11 14

웰빙

서비스

학부

건강재활과 2 주 220 110 2 11

뷰티

&

코스메틱

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2 주 144 72 6 13

헤어전공 2 주 80 40 6 10

메이크업 · 네일전공 2 주 80 40 1 3

예·

계열 예·

학부

이벤트연출과 2 주 152 76 20 28

패션스타일리스트과 2 주 80 40 6 10

스포츠지도과 2 주 80 40 2 4

계 2,132 478      659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만큼 정원을 조정하여 정시모집에 선발하므로 실제 모집인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능

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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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별 지원 자격

1. 복수지원 가능 조건

가.  복수지원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전형 수 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동일전형으로 같은 과에 중복 복수지원 불가합니다.

예시) 수시1차 기계과 일반고 전형과 기계과 일반고 전형에 중복 지원 불가

수시1차 기계과 일반고 전형과 자동차계열 일반고 전형 복수지원 가능

수시1차 기계과 일반고 전형과 농어촌 전형에 복수지원 가능

수시1차 기계과 일반고 전형과 수시2차 기계과 일반고 전형 지원 가능

- 일반고 학생의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의 경우 지원학기 선택에 따라 지원 가능

예시) A학생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일반고 과정 수료 후 3학년 1학기 직업과정위탁교육 수료자일 경우

수시1차 기계과 일반고 전형에 지원 가능 (지원 학기 선택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중 한학기 선택)

수시1차 기계과 전문(직업)과정졸업자 전형에 지원 가능 (지원 학기 선택 3학년 1학기만 선택 가능)

나. 오산대학교 및 타 대학 수시1차 합격자도 수시2차 지원 가능합니다.

다.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및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정원내전형 지원 자격

구  분 지원자격 세부사항

모든 전형 공통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과교육소년원 고교과정이수자, 외국(국외)에서 고교과정 전체를 이수한 자 등 고등학교 교과성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내신 성적 반영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음(수능 반영 전형은 지원 가능)

-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중 국내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로

지원 가능

- 수능 응시자는 정시 일반전형 지원 가능 

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는 전문대졸 이상 전형 지원 가능

수시
1, 2차

일반고
전형

가.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 이수자는 위탁교육 이수 학기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

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라. 종합고등학교의 인문계, 자연계 과정 졸업(예정)자

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바. 기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일반 교육과정 운영 출신자

※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화 학과 및 예·체능계 고등학교의 예·체능계 학과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전문
(직업)
과정

졸업자
전형

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예·체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다. 종합고등학교의 예·체능계 및 특성화 학과 과정 졸업(예정)자

라. 기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계열 교육과정 운영 출신자

마.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교육 이수자는 위탁교육 이수학기로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일반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정시 일반전형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학과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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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외전형 지원 자격 

구  분 지원자격 세부사항

농어촌
전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검정고시 제외)

가.  유형Ⅰ : 지원자가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원자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유형Ⅱ :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한 자

2.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정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교

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격지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다. 2개교 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 소재 학교에 해당 되어야 함

라.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적용

마.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낙후)지역에 속한 다음 12개 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삼척시,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 영천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지원자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2.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

전문대학
이상졸업자 

전형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 자

2.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2년이상 수료증명서 제출)

3. 전문대학 졸업자(전문대학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수시모집은 9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대학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취득 예정자는 80학점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전문대학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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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 원본(또는 원본 대조필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주소 :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대학본관 3층 입학홍보처

1. 공통사항

가. 모든 전형 공통(정시 일반전형 및 전문대졸 이상 전형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1부

나. 2013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자로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다. 2013년 1회 ~ 2018년 2회 검정고시 합격자로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수시모집에는 2019년 1회 합격자까지만 온라인 제출 가능 / 2회 합격자는 정시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라. 별도 학교생활기록부(또는 검정고시 성적)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서류 서류 제출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 출신고교에 NEIS온라인 미 제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 2012년 2회 이전 합격자
• 2019년 2회 합격자 (수시모집에 한함, 정시모집에는 온라인 제출 가능)

2. 전형별 제출 서류

전형명 제출 서류

농어촌 
전형

유형Ⅰ

• 농어촌전형 추천서 1부 [서식참조]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 지원자 본인 및 부모 주민등록초본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소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형Ⅱ

• 농어촌전형 추천서 1부 [서식참조]
•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1부
• 초 · 중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소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자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중 해당 서류 1부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

• 출신대학 졸업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인 경우 수료증명서 1부
- 전문대 졸업 예정자는 지원 불가
- 학점은행제 출신 지원자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증명서 1부

•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1부

3. 외국 고교과정 이수자

가. 고교과정 전체를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수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국내 고교 성적이 1개학기(3학년 2학기 제외)이상 존재하는 외국 고교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내신성적 선택 학기는 국내 고교 성적이 있는 학기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후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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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적반영 방법 및 사정 원칙

1.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비율

모집
시기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요소 환산점수

비고
학생부 수능 면접 최저점 / 최고점 총점

수시1차
수시2차

일반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40% 60%

학생부 312점 / 400점

1,000점

• 고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 

1개 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을 반영함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과정 수료자는

전형구분에 따라

학기를 선택하여야 함

예시) 일반고 전형은 

일반고에서 수료한

학기를 선택해야 하고, 

전문(직업)과정 전형은

위탁교육 수료 학기를

선택하여야 함

면접 120점 / 600점

일반고전형
일반전형 제외 
전체 모집단위

100% 312점 / 400점 400점

전문(직업)과정전형
일반전형 제외
전체 모집단위

100% 312점 / 400점 400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농어촌 전형 전체 모집단위 100% 312점 / 400점 400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해당 모집단위 100% 312점 / 400점 400점

정시 일반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40% 60%

수능 0점 / 400점

1,000점

면접 120점 / 600점

면접학과 제외
전체 모집단위

30% 70%
학생부 236점 / 300점

1,000점
수능 0점 / 700점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

1) 선택한 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을 반영하며, 석차등급이 없더라도 이수단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은 산출에 포함됨

2) 이수단위가 없거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는 과목은 산출에서 제외함

고교졸업시기
2008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1998년 2월 졸업자 ~ 

2007년 2월 졸업자
1997년 2월 이전 졸업자

내신성적
반영방법

과목별 석차등급(이수단위 반영)
과목별 석차를 등급으로 환산

(이수단위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학기별 계열석차를 

등급으로 환산

3) 고교 졸업 시기별 석차등급 반영 방법

4) 수시 학생부 반영 - 선택학기 평균등급을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00점 만점 / 312점 최저점으로 환산한 점수 순으로 선발함

※ 교과별 석차등급 : 교과별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 석차등급 활용

※ 교과별 환산등급 : 교과별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로 정규분포에 따른 환산등급 산출

- 교과별 환산등급 산출식 :  z =   
(원점수 - 평균점수)

, z 값을 정규분포표에 대입하여 백분위를 산출, 등급으로 환산

- 교과별 환산등급 산출 예시 : A과목의 점수가 85점, 전체평균 점수가 71.5점, 표준편차가 12.18점인 경우   z =   
(85 - 71.5)     

= 1.10837.......

1.10837은 정규분포상 약 상위 13.39%에 해당하는 값으로 해당 교과는 3등급으로 환산함

- 선택학기 평균등급  = ∑ ( 교과별 이수단위 × 교과별 { 석차등급 또는 환산등급 } ) / ∑ ( 교과별 이수단위 )

- 환산점수 = 312 + { (9-선택학기 평균등급) * 11 }

- 환산점수 산출 예시 : 선택학기 평균등급이 1.000000등급이면 312 + { (9-1.00000) * 11 } =  400(점)

선택학기 평균등급이 3.253461... 등급이면 312 + { (9-3.25436) * 11 } =  375.202(점)

5) 정시 학생부 반영 - 선택학기 평균등급을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산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00점 만점 / 236점 최저점으로 환산한 점수 순으로 선발함

※ 교과별 석차등급 : 교과별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 석차등급 활용

※ 교과별 환산등급 : 교과별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로 정규분포에 따른 환산등급 산출

- 교과별 환산등급 산출식 :  z =   
(원점수 - 평균점수)

, z 값을 정규분포표에 대입하여 백분위를 산출, 등급으로 환산

- 교과별 환산등급 산출 예시 : A과목의 점수가 85점, 전체평균 점수가 71.5점, 표준편차가 12.18점인 경우   z =   
(85 - 71.5)     

= 1.10837.......

1.10837은 정규분포상 약 상위 13.39%에 해당하는 값으로 해당 교과는 3등급으로 환산함

- 선택학기 평균등급  = ∑ ( 교과별 이수단위 × 교과별 { 석차등급 또는 환산등급 } ) / ∑ ( 교과별 이수단위 )

- 환산점수 = 236 + { (9-선택학기 평균등급) * 11 }

- 환산점수 산출 예시 : 선택학기 평균등급이 1.000000등급이면 236 + { (9-1.00000) * 8 } =  300(점)

선택학기 평균등급이 3.253461... 등급이면 236 + { (9-3.25436) * 8 } =  281.96512(점)

표준편차

12.18

표준편차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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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 내신 성적 산출

- 과목별 점수를 석차 등급으로 변환 환산하여 평균등급을 반영, 단위수를 적용하여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섯째 자리까지 내신 등급 산출

등급 1 2 3 4 5 6 7 8 9

과목별 취득점수 100 ~ 99 98 ~ 96 95 ~ 91 90 ~ 85 84 ~ 77 76 ~ 70 69 ~ 65 64 ~ 62 61 이하

- 평균등급 산출 예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선택 계

점수 99 91 95 88 91 84 83 631

등급 1 3 3 4 3 5 5 24

평균등급 산출 식 :                (평균등급)

2. 가산점 부여(정시 전형 제외)

모집단위 가산점 구분 가산점

전체모집단위 오산대학교 총장표창 수상자 10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1. JLPT N3급 이상   2. TOEIC 550점 이상   3. 국가공인 그래픽 기술 자격 1급(GTQ1)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5. 웹디자인 기능사   6.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7.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8. 전자출판(DTP)기능사   9. 제품디자인 산업기사   10.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 

10점

외식사업과
1. 조주기능사  2. 한식조리기능사  3. 양식조리기능사  4. 제과기능사  5. 제빵기능사  6. JLPT N3급

이상   7. TOEIC 550점 이상  8. 전국식음료 경연대회 입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상자)
10점

호텔조리계열

1. 한식조리기능사  2. 양식조리기능사  3. 중식조리기능사  4. 일식조리기능사  5. 복어조리기능사

6. 제과기능사  7. 제빵기능사  8. 영양사 및 위생사  9. JLPT N3급 이상  10. TOEIC 550점 이상

11. 전국요리 경연대회 입상자(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상자)

10점

뷰티&코스메틱계열

- 피부 · 화장품전공

- 헤어전공

- 메이크업 · 네일전공

1. 미용사(종합)  2. 미용사(헤어) 또는 이용사(헤어)  3. 미용사(피부)  4. 미용사(메이크업)

5. 미용사(네일)  6.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7. 각종 미용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8.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자

10점

이벤트연출과 1. 국가공인 GTQ 그래픽 기술 자격 1급  2. MOS Master 10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1. 국가공인 GTQ 그래픽 기술 자격 1급  2. 양장기능사  3. 패션디자인산업기사

4.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5. 패션스타일리스트  6. 샵마스터  7. 각종 패션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8.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자

10점

스포츠지도과

◈ 서류전형 Ⅰ(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및 비교과 영역별 체육관련 시간)

- 평가 배점표 

구 분 시간 수 가산점 시간 수 가산점

기 록

80시간 이상 10 41 ∼ 50 6
71 ∼ 79 9 31 ∼ 40 5
61 ∼ 70 8 21 ∼ 30 4
51 ∼ 60 7 1 ∼ 20 3

※ 서류 제출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 및 비교과 영역별 체육활동시간 구분 시간 수 및 합산 시간

기입확인서(별도양식)

◈ 서류전형 Ⅱ(선수등록 확인서)

-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산점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선수등록 확인서

고교 3년 등록 10
고교 2년 등록 7
고교 1년 등록 4

◈ 서류전형 Ⅲ(입상 및 자격증 확인서)

- 평가 배점표

대학 자체 기준 가산점

남·여 프로골프협회 세미·투어 프로 자격증 소지자(KLPA/KLPGA) 10
태권도 단증 : 4품(4단) 이상인자 10

전국 시·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대한체육회 가맹된 종목) 10
전국 시·군·구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7

전국 대학총장배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7
전국 시·도 교육감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7
전국 시·도 회장배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4

※ 대회 입상 가산점 인정 시기 :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인정함

평가

배정표

참조

※ 가산점은 입시총점에 최대 10점을 가산하며,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습니다.

( 1 + 3 + 3 + 4 + 3 + 5 + 5)    
= 3.42857

7 (과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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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비율

모집
시기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
지표

반영요소 환산점수
비     고

학생부 수능 면접 최저점 / 최고점 총점

정시
일반

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백분위

점수

40% 60%

수능 0점 / 400점

1,000점

•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1개영역과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1개영역 합산의

평균으로 산출

• 수학 가/나 유형 관계 없음

• 최저학력기준 없음

면접 120점 / 600점

면접학과 제외

전체 모집단위
30% 70%

학생부 236점 / 300점

1,000점

수능 0점 / 700점

가. 등급만 표시되는 영어영역은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에 상당하는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함

등 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95 85 75 65 55 45 35 25 10

예시 : 2020학년도 수능에 응시 백분위 성적 국어 98점, 수학 94점, 영어 2등급, 사회탐구영역 78점,

한문 82점, 제2외국어 90점일 경우 영어 2등급은 백분위 환산점수 91점에 해당되므로 

국어, 수학, 영어 중 최고점수 98점과,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중 최고점수 90점의 평균인 94점을 반영함

4. 면접고사

가. 모집시기별 면접고사 일정

모집시기 면접예약 면접일자 준비물

수시1차 2019. 10. 07(월) 10:00  ~ 10. 10(목) 16:00 2019. 10. 12(토)  ~ 10. 15(화) 1. 면접수험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생년월일이 표기된 인증 신분증
※ 면접수험표는 면접예약 후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출력

수시2차 2019. 11. 25(월) 10:00 ~ 11. 27(수) 16:00 2019. 11. 30(토) ~ 12. 03(화)

정시 2020. 01. 20(월) 10:00 ~ 01. 22(수) 15:00 2020. 01. 29(수) ~ 01. 30(목)

※ 면접고사 미 응시자는 0점 처리합니다.

※ 면접고사 일자는 지원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접수험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면접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한 후 출력 가능합니다. (세부일정 추후 공지)

나. 모집단위별 평가 항목 및 복장규정

모집단위 전형 평가항목 복장규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일반전형

• 지원동기  • 학업 목표 및 진로개척 의지

• 역사관, 국가관, 리더쉽

• 태도 및 인성    • 표현력

• 교복 또는 단정한 복장조리부사관과 일반전형

• 지원동기 • 학업 및 취업의지

• 태도 및 인성    • 가치관

• 표현력

호텔관광과 일반전형

• 용모/태도 • 인성

• 적성 • 건강미

• 서비스마인드

항공서비스과 일반전형

• 용모/태도

• 인성

• 적성

• 외국어능력

• 서비스마인드

• 교복 또는 단정한 복장

- 교복 : 고등학교 지정 교복 착용 시 운동화 가능

- 여자 : 흰색계통 블라우스에 검정색 계통

스커트와 구두

- 남자 : 단정한 자율복장

• 용모

- 메이크업 : 가볍게 하는 것은 가능

- 긴머리 : 단정하게 묶거나 쪽머리 가능

단, 앞머리는 이마가 보이게 넘길 것

- 단발 / 커트머리 : 단정하게 정리하고 앞머리는

옆으로 넘겨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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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지원 자격기준

구 분 신 장(㎝) 체 중(㎏) 기   타

남자 159 ∼ 195 38 ∼ 134 • 색맹 : 지원불가

• 색약 : 지원가능

• 문신 :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 7㎝이하, 합계 면적이 30㎠미만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5일 미만여자 153 ∼ 182 35 ∼ 88

5. 합격자 사정원칙

가. 수시모집

1) 일반전형, 일반고전형, 전문(직업)과정 전형,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전형, 전문대이상졸업자 전형

가) 학과별 지원자 중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 일반고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학과 전문(직업)과정 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합니다.

- 전문(직업)과정 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학과의 일반고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합니다.

-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전형, 전문대이상졸업자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된 인원만큼 정시모집의 동일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나) 위 원칙 외 사항은 오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동점자 처리 기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취득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위로 선발 합니다.

전형명 모집학과 동점자 처리기준 비고

일반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1순위 : 면접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3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4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선택자

5순위 : 연소자

동점자 처리 이후

동점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오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함

일반고전형

전문(직업)과정 전형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해당학과

1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2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3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선택자

4순위 : 연소자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 전체학과
1순위 : 대학 백분위 성적 우수자

2순위 : 졸업(취득) 학점이 많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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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시모집

1) 일반전형

가)  일반전형은 수능 국어/영어/수학 3개 영역 중 백분위 점수가 가장 높은 1개 영역과 탐구/한문/제2외국어 영역중 백분위 점수가 가장 높은 1개

영역의 합의 평균으로 입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영어 영역은 각각의 등급을 백분위 점수에 상당하는 점수로 변환하여 환산

 나) 위 원칙 외 사항은 오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 동점자 처리기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취득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 따라 선발합니다.

전형명 모집학과 동점자 처리기준 비고

일반전형

기술드론부사관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1순위 : 면접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국어영역 성적 상위자

3순위 : 영어영역 성적 상위자

4순위 : 수학영역 성적 상위자

5순위 : 연소자

동점자 처리 기준 이후 

동점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오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함

전체학과

(위 학과 제외)

1순위 : 국어영역 성적 상위자

2순위 : 영어영역 성적 상위자

3순위 : 수학영역 성적 상위자

4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5순위 : 연소자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해당학과

1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2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3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선택자

4순위 : 연소자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 전체학과
1순위 : 대학 백분위 성적 우수자

2순위 : 졸업(취득) 학점이 많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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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가. 합격자 발표 일정

모집시기 합격자 발표 예치금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잔여등록금 납부

수시1차 2019. 11. 01(금) 10:00
2019. 12. 11(수) ~ 12. 13(금) 2019. 12. 13(금) 18:00 ~ 12. 23(월) 21:00 2020. 02. 06(목) ~ 02. 10(월)

수시2차 2019. 12. 09(월) 10:00

모집시기 합격자 발표 등록금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비  고

정시 2020. 02. 03(월) 10:00 2020. 02. 06(목) ~ 02. 10(월) 2020. 02. 10(월) 18:00 ~ 02. 29(토) 24:00 정시는 예치금 없이 일시납입

1)  최초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합격자 발표 일시를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받은 불이익

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해당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입학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3)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충원합격 포함)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정을 통하

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오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합격자 조회 시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가상계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출력하여 우리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

킹, ATM기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수시1, 2차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기간에 3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등록금 납부 기간에 30만원을 제외한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을 납부했더라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입학 포기 처리됩니다.

7) 정시등록금 납부는 별도의 예치금 납부 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 처리됩니다.

8) 신입생 입학 학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나. 최초 합격자 발표 자동안내(ARS)전화 이용 안내 : ㈜메티스소프트 060-700-3311(대학코드 53) 정보이용료가 부과됨

다. 2019년도 등록금 자료(2020학년도 등록금은 추후 결정 공지됩니다)

모집학과 입학금 수업료 합계

기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산업공학과, 스마트IT과, 

건강재활과, 슈즈패션산업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뷰티&코스메틱계열, 기술드론부사관과, 

소방안전관리과, 스포츠지도과, 호텔조리계열, 조리부사관과, 이벤트연출과

534,000원 3,369,000원 3,903,000원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외식사업과 534,000원 3,218,000원 3,752,000원

경영계열, 세무회계과, 관광중국어과, 실용사회복지과, 경찰행정과 534,000원 2,874,000원 3,408,000원

기술행정부사관과 534,000원 3,325,000원 3,859,000원

※ 학생자율경비 및 교재 대금은 별도입니다.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입학포기 및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합격자는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입학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등록금 환불은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환불되므로 원서 접수 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오류로 인한 등록금 환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등록금 환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할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할 계좌가 합격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1부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처리 접수가 완료되면 “입학포기원 접수완료” SMS를 발송합니다.

환불은 신청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2020년 2월 28일(금) 16:00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일시가 경과한 후에는 입학 후 자퇴로 처리되며,

이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부 등록금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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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충원합격

1) 미등록, 입학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석차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합격자 발표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3)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충원합격 발표 일정을 숙지하고 전화수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원합격 전화발표 시 원서에 기재된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로 총 10회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10회 모두 불통인 경우 자동 포기처리 됩니다.

4) 충원합격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위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2. 합격자 유의사항

가.  오산대학교의 수업연한은 학과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학과에 따라 2 + 2, 3 + 1로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 가능)

나.  모집시기별 최초 합격자는 오산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합격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라.  1학년 1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병(4주이상 진단서 제출) 또는 병역(입영통지서 제출) 휴학은 가능합니다.

3. 문의사항 및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학교대표번호 031)377-7777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입학/입학포기

입학홍보처

031) 377-7777
031) 370-2544 ~ 2546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취업처

031) 370-2542 ∼ 2543 등록금 관련 문의
사무처

031) 370-2563

학과별 수강신청, 시간표, 취득 자격증, 취업 등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동차과 031)370-2667 기계과 031)370-2655

산업공학과 031)370-2707 소방안전관리과 031)370-2776

전기과 031)370-2677 전자과 031)370-2688

스마트IT과 031)370-2694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031)370-2738

실용사회복지과 031)370-2838 기술드론부사관과 031)370-2818

세무회계과 031)370-2718 경찰행정과 031)370-2837

유아교육과 031)370-2727 아동보육과 031)370-2747

호텔관광과 031)370-2827 마케팅경영과 031)370-2786

기술행정부사관과 031)370-2818 항공서비스과 031)370-2858

조리부사관과 031)370-2817 외식사업과 031)370-2798

뷰티&

코스메틱

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031)370-2868 호텔조리계열 031)370-2758메이크업 · 네일전공

헤어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과 031)370-2808 건강재활과 031)370-2765

이벤트연출과 031)370-2648 스포츠지도과 031)37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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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년도 입시 결과

1. 2019학년도 수시1차 정원내 학과별/전형별 모집결과

모집단위
입학

정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고전형 전문(직업)과정졸업자 전형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자동차과 110 4.7 5.5 7.1 233 17.3 2.8 3.3 19

기계과 110 4.8 5.8 8.5 213 5.6 4.3 6.6 95

산업공학과 76 6.3 6.7 7.8 155 2.8 5.6 7.7 25

소방안전관리과 76 7.6 5.0 5.8 101 5.9 3.9 4.8 24

전기과 110 5.3 5.8 8.4 228 4.7 4.2 5.6 63

전자과 106 4.2 6.4 8.6 189 4.4 5.3 7.6 49

스마트IT과 109 4.8 6.1 7.9 247 7.4 4.2 5.3 28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76 5.3 5.1 6.4 130 7.3 3.5 4.4 32

슈즈패션산업과 40 6.3 6.7 9.0 105 3.1 5.0 6.8 6

기술드론부사관과 35 4.4 5.9 8.1 56

실용사회복지과 80 4.7 5.5 7.0 203 10.7 4.5 5.4 40

경찰행정과 80 7.0 3.7 4.6 45 7.7 3.1 4.1 20

세무회계과 80 4.5 6.0 8.6 152 7.4 4.2 5.5 51

아동보육과 80 6.7 6.0 9.0 227 6.2 5.1 7.1 52

유아교육과 64 9.1 4.6 6.2 123

경영계열
마케팅경영전공 40 11.1 5.7 6.7 137 17.5 4.1 5.4 22

비서경영전공 40 3.1 6.2 8.3 51 5.7 5.0 6.6 8

호텔관광과 110 5.0 6.1 8.7 133

항공서비스과 80 10.1 5.3 7.7 172

관광중국어과 40 8.4 5.4 6.7 102 9.7 3.9 4.9 9

외식사업과 76 4.2 5.9 7.6 116 4.5 5.0 6.9 36

기술행정부사관과 35 3.3 6.0 8.4 41

호텔조리계열 106 7.0 5.2 6.6 209 4.8 4.5 6.8 99

조리부사관과 35 2.6 6.3 8.8 26

건강재활과 110 5.0 5.1 6.4 183 4.9 4.2 5.2 43

뷰티&코스

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72 4.8 5.4 6.7 155 8.9 3.3 3.9 23

헤어전공 40 7.3 5.0 5.9 102 15.8 3.5 4.2 38

메이크업 · 네일전공 40 10.5 4.9 5.6 118 17.8 3.0 3.6 20

이벤트연출과 76 2.4 6.4 8.8 64 3.4 5.0 7.7 11

패션스타일리스트과 40 6.6 5.7 7.0 106 21.5 4.1 5.0 20

스포츠지도과 40 15.6 5.0 5.6 57 8.9 4.2 5.2 27

※ 모든 전형의 최저 / 평균 숫자는 내신등급입니다.

※ 기술드론부사관과, 유아교육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는 면접점수를 제외한 순수 내신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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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학년도 수시2차 정원내 학과별/전형별 모집결과

모집단위
입학

정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고전형 전문(직업)과정졸업자 전형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자동차과 110 6.9 5.3 6.7 81 8.9 3.2 3.8 10

기계과 110 8.5 5.7 7.4 148 6.8 4.4 6.2 41

산업공학과 76 12.7 6.4 7.3 121 5.0 5.5 8.7 40

소방안전관리과 76 8.7 4.9 5.8 76 9.0 4.1 4.9 19

전기과 110 7.8 5.9 8.5 135 9.9 3.7 4.8 44

전자과 106 7.0 6.4 8.7 126 6.3 4.8 6.4 28

스마트IT과 109 9.5 5.6 6.3 147 11.8 3.6 4.3 13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76 11.0 5.0 5.7 84 12.7 3.3 4.1 28

슈즈패션산업과 40 12.5 5.9 6.7 49 7.0 5.5 7.5 16

기술드론부사관과 35 5.3 6.0 8.2 17

실용사회복지과 80 19.9 4.9 5.6 65 23.5 4.4 5.3 14

경찰행정과 80 9.2 3.8 4.5 51 2.6 8.6 3.3 3

세무회계과 80 10.7 5.9 7.7 169 16.6 3.6 4.7 36

아동보육과 80 8.8 5.8 7.7 181 9.4 5.3 8.0 33

유아교육과 64 8.3 4.6 5.7 40

경영계열
마케팅경영전공 40 17.5 5.7 6.9 123 21.0 2.6 2.6

비서경영전공 40 7.2 5.9 8.7 61 8.5 4.3 5.3 6

호텔관광과 110 8.2 6.0 8.7 70

항공서비스과 80 26.9 5.1 7.7 21

관광중국어과 40 9.5 5.6 7.0 109 8.8 4.6 5.9 23

외식사업과 76 7.4 5.9 7.2 92 6.4 5.3 8.1 26

기술행정부사관과 35 6.4 5.8 8.4 21

호텔조리계열 106 8.1 5.2 6.0 78 7.7 3.5 4.2 19

조리부사관과 35 3.9 6.1 7.8 21

건강재활과 110 8.6 4.7 5.7 90 9.6 2.9 3.5 9

뷰티&코스

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72 10.7 4.8 5.3 37 13.0 4.1 4.4 5

헤어전공 40 12.8 4.8 5.5 22 29.0 3.7 3.8

메이크업 · 네일전공 40 21.3 4.6 4.9 19 35.0 3.1 4.2 10

이벤트연출과 76 4.9 6.5 8.8 76 6.0 5.6 8.9 15

패션스타일리스트과 40 10.1 5.4 6.2 56 13.5 4.6 5.9 19

스포츠지도과 40 17.9 5.0 5.7 46 13.7 3.4 4.0 8

※ 모든 전형의 최저/평균 숫자는 내신등급입니다.

※ 기술드론부사관과, 유아교육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는 면접점수를 제외한 순수 내신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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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학년도 정시 정원내 학과별/전형별 모집결과

모집단위
입학

정원

일반전형

경쟁률
최종등록

예비
평균 최저

자동차과 110 22.0 58.5 66.0 30

기계과 110 25.5 70.9 65.0 33

산업공학과 76 11.2 57.2 48.5 49

소방안전관리과 76 41.0 63.5 52.5 48

전기과 110 20.0 68.3 59.5 35

전자과 106 14.6 64.0 56.5 73

스마트IT과 109 42.7 71.5 65.5 24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76 21.8 72.5 68.0 17

슈즈패션산업과 40 5.5 53.8 42.5 21

기술드론부사관과 35 10.0 81.0 81.0

실용사회복지과 80 24.5 69.5 62.0 19

경찰행정과 80 12.9 76.4 70.0 57

세무회계과 80 31.3 67.8 60.5 22

아동보육과 80 6.5 52.3 36.5 48

유아교육과 64 18.0 71.9 64.5 21

경영계열
마케팅경영전공 40 13.7 64.3 52.5 42

비서경영전공 40 2.3 50.3 32.5 19

호텔관광과 110 19.8 61.5 47.5 52

항공서비스과 80 24.0 57.5 57.5

관광중국어과 40 12.2 66.7 59.0 18

외식사업과 76 8.6 48.8 20.0 37

기술행정부사관과 35 1.9 51.7 31.5 4

호텔조리계열 106 19.0 67.1 58.0 25

조리부사관과 35 1.0 58.3 48.5

건강재활과 110 44.7 76.7 73.5 12

뷰티&코스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72 16.5 52.6 26.5 28

헤어전공 40 8.7 49.9 36.0 19

메이크업 · 네일전공 40 16.5 51.1 38.5 23

이벤트연출과 76 5.0 53.9 41.0 28

패션스타일리스트과 40 21.5 66.6 57.0 12

스포츠지도과 40 49.0 73.6 67.0 22

※ 모집인원은 수시이월 인원이 반영된 모집인원입니다.

※ 모든 전형의 최저/평균 숫자는 수능성적 백분위 성적입니다.

(국어/영어/수학 중 최고점과 탐구/한문/제2외국어 중 최고점의 합의 평균)

※ 기술드론부사관과, 항공서비스과, 기술행정부사관과, 조리부사관과는 면접점수를 제외한 순수 내신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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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학년도 정원외 학과별/전형별 모집결과

모집단위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

모집

인원

최종등록 모집

인원

최종등록 모집

인원

최종등록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자동차과 5 5.9 7.4 1 5.5 6.7 6 

기계과 5 6.8 8.1 1 6.7 8.8 6

산업공학과 3 7.5 7.6 1 6.4 6.7 4

소방안전관리과 3 6.0 6.8 1 7.0 8.2 4

전기과 5 6.8 7.4 1 5.3 6.0 6

전자과 4 6.8 6.8 1 6.3 6.7 6

스마트IT과 4 6.4 7.3 1 6.7 8.3 6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3 7.1 7.1 1 5.2 5.8 4

슈즈패션산업과 1 7.5 7.5 1 8.8 8.8 2

기술드론부사관과 1 4.9 5.3  2

실용사회복지과 3 6.6 6.6 1 6.3 8.9 4

경찰행정과 3 5.0 5.9 1 5.1 8.1 4

세무회계과 3 5.6 5.6 1 5.0 7.1 4

아동보육과 3 1 6.4 7.6 4

유아교육과 2 5.6 6.1 1 5.1 8.0 3

경영계열
마케팅경영전공 1 1 5.7 5.7 2

비서경영전공 1 1 7.6 7.6 2

호텔관광과 5 6.7 8.3 1 6.4 8.3 6

항공서비스과 3 5.3 7.5 1 7.6 6.2 4

관광중국어과 1 6.0 6.0 1 5.3 6.4 2

외식사업과 3 7.2 8.3 1 7.8 7.8 4

기술행정부사관과 1 2

호텔조리계열 4 5.8 7.6 1 6.2 7.7 6

조리부사관과 1 5.3 5.3 2

건강재활과 5 6.3 6.6 1 5.8 7.0 6

뷰티&코스

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2 1 4.9 6.0 4

헤어전공 1 5.4 5.7 1 6.1 7.7 2

메이크업 · 네일전공 1 5.7 6.5 1 5.3 6.4 2

이벤트연출과 3 1 4

패션스타일리스트과 1 6.4 7.1 1 6.1 7.8 2

스포츠지도과 1 6.4 7.3 1 6.7 8.0 2

※ 모집시기 구분 없이 모든 지원자의 최종 등록결과입니다.

※ 모든 전형의 최저/평균 숫자는 내신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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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유의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복수지원 가능 범위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오산대학교는 동일학과 동일전형으로의 중복지원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지원자격을 갖춘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 수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에 6회 지원한 자가 오산대학교와 타 전문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 전문대 수시1차 지원자/합격자의 수시2차 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1,2차 합격자(최초합격자/충원합격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의 정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오산대학교의 일반고, 농어촌, 수급자전형 등에 자격을 갖춘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이중등록 금지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시>

- 2개 이상의 대학에 최초 합격한 경우 1개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1개 대학에 최초합격하고 1개 대학에 충원 합격하였다면 충원 합격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합격 대학에 입학포기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이중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다음 대학들은 위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

▣ 오산대학교는 성별, 국적,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호선 : 서울역 ⇨ 안양역 ⇨ 수원역 ⇨            ⇦ 평택 ⇦ 천안

•사당 : 사당역 2호선 1번출구 공용주차장 안

•동서울 : 동서울터미널(강변역1번출구) 광진문화원 앞

•사당 :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고가지나 20m(석촌동호 방향) 

→ 가락시장역 7번 출구 앞

•성남, 분당 :  모란역 8번출구 앞 → 야탑역 3번출구 외환은행 

→ 이매역 8-9번출구 사이 버스정류장 

→ 서현 이매사거리 한신APT 207동 앞 버스정류장

•죽전 :  정자역 앞 → 죽전역 고가도로 밑 사거리 앞 → 신갈 면허시험장 앞  

→ 민속촌 입구 감미옥 앞

•부평역 : 부평 북부역 중앙횡단보도 건너 공원쪽 횡단보도 앞

•안산 : 상록수역(2번출구 편의점 맞은편 도로변) 앞

•동탄 :  1지구 능동은행 사거리 → 메타폴리스 → 동탄보건소 → 하이마트 메티컬

프라자 → 롯데케슬 알바트로스 1303동 맞은편/시범 호반베르디움 → 

lh블럭 주공 2611동 앞(나래학 맞은편) → 자이아파트 맞은편

•오산대역 : 수시 운행

•서울 : 남부터미널 → 오산(5300-1번)
동서울터미널 → 잠실 → 가락시장 → 오산
강남역, 신논현역, 양재역 → 오산대학교(1311번)
강남역 3번출구 → 양재역 7번출구 → 오산행 직행버스(5300번)

•성남, 분당 : 미금, 오리, 죽전, 신갈 → 오산(116-1번)
용인터미널 → 오산역(24, 24-1번지)

•안양, 수원 : 범계, 의왕, 수원역, 세류 → 오산(301번)
        범계, 의왕, 파장동, 동수원사거리 → 오산(300번)

•수원 : 경기대, 팔달문, 신갈, 동탄 → 오산(58번)
경기대, 팔달문, 세류 → 오산(20번)
아주대, 수원시청역, 세류역(202, 202-1번)

•평택 : 용이동(2, 2-2번) 오산대학교

지하철

스쿨버스

버스

우 )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45
TEL. 031-377-7777  FAX. 031-370-2887

오산대학교 캠퍼스

오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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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청암관

체육관

청학관

종합정보관

지성관

학생회관

진리관

미래관

창조관

희망관

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유치원

초정밀 가공실습동

산학협력관 : HRD사업단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오산대학교 홈페이지 오산대학교 입학처홈페이지

우 )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TEL. 031-377-7777   FAX. 031-370-2881   http://www.o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