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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집학과 학제
입학
정원

수업
구분

모집인원(일반)
비고

2학년 3학년

인문
사회

호텔관광과 2년제 110 주간 8
항공서비스과 2년제 80 주간 3
외식사업과 2년제 76 주간 27
실용사회복지과 2년제 80 주간 2
경찰행정과 2년제 80 주간 11
세무회계과 2년제 80 주간 3
유아교육과 3년제 64 주간 0 0 모집인원없음
아동보육과 2년제 80 주간 5
마케팅경영과 2년제 80 주간 5
기술행정부사관과 2년제 35 주간 3

자연과학

호텔조리
계열

호텔조리전공
3년제 106 주간 7 12

식품영양학전공
뷰티코스&
코스매틱
계열

피부·화장품전공 2년제
152

주간
12헤어전공 2년제 주간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제 주간
조리부사관과 2년제 35 주간 7
건강재활과 2년제 110 주간 12

공학

자동차과 2년제 110 주간 13
기계과 2년제 110 주간 1
전기과 2년제 110 주간 12
전자과 2년제 106 주간 8
산업공학과 2년제 76 주간 11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76 주간 2
스마트IT과 2년제 109 주간 4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3년제 76 주간 4 7
기술드론부사관과 2년제 35 주간 5

예.체능
이벤트연출과 2년제 76 주간 9
패션스타일리스트과 2년제 40 주간 4

스포츠지도과 2년제 40 주간 2

합  계 2,132 180 19

 ※ 모든 학과는 전적대학 출신학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3학년 편입은 동일계열 확과만 지원가능
 ※ 편입하고자 하는 학과와 이전 학과가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계절학기 등 재학연한이 늘어날 수 있음
 ※ 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학과 구조조정에 의해 졸업 후 학과명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음
 ※ 복수지원 불가함
 ※ 모집인원은 향후 여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전체학과 주간학과로 운영됨
 ※ 편입학 관련 지원자 유의사항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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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 서 접 수
2019. 12. 30.(월)

 ~
 2020. 01. 22.(수)

창구접수 : 본 대학 입학홍보처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청학동)
오산대학교 본관 3층 입학홍보처 Ÿ 창구접수는 평일 15:00시까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Ÿ 전형료 면제

접 수 장 소
2020. 01. 22.(수)

까지

제출서류 우편제출 : (우 18111)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45 (청학동)
오산대학교 본관 3층 입학홍보처

우측상단 “편입학제출서류재중” 명시

합격자 발표 2020. 02. 03.(월) 홈페이지 공지 http://iphak.osan.ac.kr

합격자 등록
2020. 02. 06.(목) ~ 

02. 10.(월)
합격증/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기간
우리은행

추가접수•발표
2020. 02. 10.(월) ~ 

02. 25.(화)
개별통보

2020.02.28.(금) 추가합격자 
등록마감

※ 원서 접수는 대학에 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만 가능함.
※ 원서접수 마감 후 모집 학과별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 함
※ 접수(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지원자격

편입 학년/학기 지 원 자 격

2학년 1학기

아래 자격 중 택 1가능한 자 (전공 무관)
1.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 국내 4년제 대학 1학년 과정(32학점)이상 수료자
3.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학기 포함 2개학기가 경과된 자로서, 1학년 과정(32학점)  
   이상 수료자(2019학년도 1학기 제적 또는 자퇴자 지원가능)
4.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32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학년 1학기
(관련 학과

출신자만 가능)

아래 자격 중 택 1가능한 자
1.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 국내 4년제 대학 2학년 과정(60학점)이상 수료자
3.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학기 포함 2개학기가 경과된 자로서, 2학년 과정(60학
점) 이상 수료자(2019학년도 1학기 제적 또는 자퇴자)
4.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학년 편입은 관련학과 출신만 가능

   1)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 불가
   2) 편입생의 학점 인정은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업연한이 늘어날 수 있음
      - 2학년 1학기 편입 : 최대 36학점까지 인정
      - 3학년 1학기 편입 : 최대 60학점까지 인정
   3) 3학년 1학기 지원자격 중 ‘관련학과’ 기준 : 【표. 1】참조

※ 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자퇴 및 제적기준일은 2019년 2월 28일 이전이어
야 지원이 가능함

※ 수료자는 출신대학의 1학년(2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32학점) 및 성적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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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를 의미하며, 수료 여부를 출신대학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최종 학력 조회결과 
미 수료일 경우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백분위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편입학지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우리대학 양식

자격
별

서류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백분위 기재) 1부

전적대학

전문대학 자퇴(제적) 1년 경과자
- 제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백분위 기재) 1부

전적대학

대학(4년제) 수료자
- 수료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백분위 기재) 1부

전적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 학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백분위 기재)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과정 중인 경우
- 학점인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백분위 기재)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4년제/전문대학+학점은행제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전적대학 및 학점은행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5  전형료

◦ 전형료 면제

6  전형방법

◦ 성적반영방법

   

학 과 명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전체학과  전적대학 총 취득성적(백분위점수) 100%

※ 4년제 편입학으로 졸업(예정)한 경우 최종 학위의 성적을 반영함

◦ 사정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학과명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학과 대학 성적 상위자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전공이수학점이 많은 자 ※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입학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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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20. 02. 03.(월) 10시 예정

◦ 발표방법 :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http://iphak.osan.ac.kr/)

◦ 유의사항 : 합격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의 합격자 유의사항, 기타 입학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숙
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8  등록금 납부

◦ 입학금 및 수업료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확정된 후 입학홈페이지 게시 예정 

◦ 등록금 납부기간 : 2020. 02. 06.(목) ~ 02. 10.(월) 16:00까지

◦ 등록금 납부장소 : 우리은행 전국지점

◦ 등록금 납입고지서 :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 납부

◦ 유의사항 : 

     -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입학허가 대상에   
      서 제외됨

     - 등록금 납부는 가상계좌이므로 은행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은행 근무시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9  불합격 또는 입학허가 취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등록 및 입학)후하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등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됨.

◦ 입학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중 허위 또는 불법으로 작성한 경우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 입학 후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안내

◦ 환불기간 : 2020. 02. 12.(수) ~ 02. 28.(금)

◦ 환불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불가)

◦ 신청방법 :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 접수

◦ 입학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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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11  추가 합격자 발표

◦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순위에 의한 추가 합력자를 발표함

◦ 추가 합격 및 등록기간 : 전화통보

◦ 추가 합격자는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핸드폰, 전화번호 등)로 개별 통보 함.

Ÿ 단, 추가 합격 발표당일 전화연락이 두절되는 추가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다음 차 순위자로 충
원하며, 연락 두절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오산대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12  지원자 유의사항

◦ 접수된 편입학 원서의 정정 및 취소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간 내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

◦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자격 미달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합격(등록, 입학)후 라도 합격(입학)을 취소

◦ 편입생은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
가 허용되지 않음

◦ 편입생은 편입학 후 잔여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대학 학칙에 의거 졸
업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함.

Ÿ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은 본 대학의 기준으로 인정되며, 전적대학 이수 과목과 인정학점이 상이할 수 
있고, 학점 인정 범위에 따라 추가 교과목을 수강 할 경우 재학 연한이 늘어날 수 있음.

Ÿ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타대학 출신자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졸업 필요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졸업필요학점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
잔여 학점 비고

2년제 학과 72학점 최대 36학점 최소 36학점
잔여학점에 따라 

재학연한이 늘어날 
수 있음3년제 학과 108학점

2학년 1학기 편입: 최대 36학점 최소 72학점

3학년 1학기 편입: 최대 60학점 최소 48학점

Ÿ 입학 후 학과개편 (계열변경, 학과명 변경, 교육과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Ÿ 편입학 후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본교 관련 규정에 따름

◦ 학과별로 졸업 시 발급되는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 편입생에게는 학과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 4년제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가 합격하여 편입하는 경우, 등록일까지 전적 대학에서 자
퇴를 마친 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추후 이중학적이 확인될 시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학칙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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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자금 대출

◦ 신청시기 : 2019년 12월 중순 _ 3월 예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참조

◦ 문의처 : 1599-20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14  입학 문의 및 상담

◦ 방문상담 및 원서 접수 : 오산대학교 본관 3층 입학홍보처

◦ 전화상담 : 031)377 - 7777

◦ 입시홈페이지 : http://iphak.osan.ac.kr/

학과(전공)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학교대표번호 031-377-7777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입학/입학포기

입학홍보처
031) 377-7777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취업처

031-370-2542 ~ 2543
등록금 관련 문의

사무처
031) 370-2563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자동차과 031) 370-2667 실용사회복지과 031) 370-2838 호텔조리계열 031) 370-2758

기계과 031) 370-2655 경찰행정과 031) 370-2837 조리부사관과 031) 370-2817

전기과 031) 370-2677 세무회계과 031) 370-2718 건강재활과 031) 370-2765

전자과 031) 370-2688 아동보육과 031) 370-2747 뷰티코스&코스매틱계열 031) 370-2868

산업공학과 031) 370-2707 유아교육과 031) 370-2728 이벤트연출과 031) 370-2648

소방안전관리과 031) 370-2776 마케팅경영과 031) 370-2786 패션스타일리스트과 031) 370-2808

스마트IT과 031) 370-2694 호텔관광과 031) 370-2828 스포츠지도과 031) 370 2768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031) 370-2738 항공서비스과 031) 370-2858

기술드론부사관과 031) 370-2818 외식사업과 031) 370-2798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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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편입학 동일계열 분류표

모집단위 관련 학과명

유아교육과

(3년제)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 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유아영어지
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호텔조리학과

(3년제)

호텔외식조리과, 식품영양조리과, 호텔식품과, 관광호텔조리과, 국제호텔쿠킹과, 식음료조리과, 전통조
리과, 조리예술과, 호텔조리과, 식품가공조리과, 푸드스타일리스트과, 관광외식조리과, 제과데코레이션
과, 호텔조리영양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식품영양과, 베이커리과 등 유사학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3년제)

디지털콘텐츠과, 디지털미디어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전공, 디지털영상광고과, 디지털
컨텐츠디자인계열, 디지털콘텐츠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계열,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
정보과, 멀티미디어컨텐츠과, 미디어콘텐츠과, 인터랙티브콘텐츠,멀티미디어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시
각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아트앤플레이군 등 기타 유사학과

기계과
기계과, 기계시스템과, 동력기계시스템과, 수송기계과, 정밀기계시스템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자
동화기계과, Mechanical Design과, 산업기계과, 디지털기계학부, 항공기계과, 기계설계과, 공조기계과, 
자동차기계과, 기계설비과, 기계공학과 등 유사학과

자동차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기계과, 자동차매니저과, 자동차사무관리과, 자동차서비스과, 자동차유지관리
과, 차세대자동차과, 기계자동차산업계열, 기계차량계열, 기계자동차공학군, 스마트자동차과, 자동차
튜닝과, 자동차설계군, 자동차정비군, 자동차전자과, 제철·자동차계열, 카오디오과 등 유사학과

전기과 전기과, 디지털전기과, 디지털전기정보과, 전기시스템과,전기에너지시스템과, 전기자동화과, 전기정보
과, 전기제어시스템과, 전기방송과, 전기전자과, 컴퓨터응용전기과, 컴퓨터전기공학부 등 유사학과

전자과
전자과, 광전자정보과, 디스플레이전자과, 디지털산업전자과, 디지털전자과, 디지털전자디자인과, 디지
털전자정보과, 반도체전자과, 전자정보과, 정보전자통신과, 컴퓨터전자과, 전자CAD과, 디지털전자통신
과, 디지털정보전자과, 전기전자통신과, 전기전자과, 스마트 전자과, 정보전자과 등 유사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계열, 산업경영과, 산업경영전공, 산업시스템경영과, 산업안전관리과, 테크노경영
과, 품질경영과, 디지털융합경영학과, 글로벌산업융합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
학과, 산업융합학과 등 기타 유사학과

스마트IT과

스마트IT과, 인터넷미디어정보과, 인터넷보안과, 인터넷정보계열, 인터넷정보과, 인터넷정보기술과, 인터
넷정보처리과, 인터넷정보학부, 컴퓨터인터넷과, IT계열, 게임과, 게임제작과, 인터넷게임과, 컴퓨터게임
개발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게임전공, 소프트웨어개발전공, 소프트웨어정보과, 웹프로그래밍전공, 컴
퓨터계열,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계열,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정보과 등 기타 유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방재안전과, 소방방재과, 소방구조구급과, 소방행
정과, 건축설비소방과, 경찰소방과 등 유사학과

기술행정부사관과

기술드론부사관과 군사학부, 군사학과, 해군기술부사관과등 유사학과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회계과, 세무회계정보과, 전산세무회계과, 회계정보과, 금융경영과, 경영세무과, 금융세무
과, 금융과, 금융재테크정보과, e-세무정보과, 세무행정과, 회계세무정보과 등 유사학과

경찰행정과 경찰경호행정과, 경찰경호과, 경찰경호비서행정과, 경찰경호태권도,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양성과, 
경찰복지과,경찰사이버보안과, 경찰소방행정과, 사이버경찰과, 법률경찰경호계열, 행정과 등 유사학과

외식사업과 외식산업과, 호텔외식과, 호텔외식산업과, 외식창업과, 호텔외식경영과, 호텔관광바리스타과, 호텔외식
서비스과 등 유사학과

실용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사
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행정복지과, 노
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광과, 실버복지경영과, 실버복지과, 
실버케어복지과, 케어복지과, 케어사회복지과, 실버케어보건복지과, 사회복지과, 보건복지계열, 아동
노인복지과, 산업복지경영과, 관광레저복지과, 건강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선교복지전공 등 유사학
과

 호텔관광과

호텔관광과,호텔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 관광과, 국제관광과, 국제관광경영과, 관광정보과, 호텔리조
트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항공관광과, 문화관광과, 디지털관광과, 지역산업관광과, 관광일어(통역)과,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중국어(통역)과, 호텔외식과, 외식사업과, 관광컨벤션산업과, 문화관광과, 문화
재과, 민족문화과, 카지노경영과,관광리조트과 등 유사학과

항공서비스과

여행항공과, 항공여행정보과, 항공운항과, 호텔항공과, 관광항공서비스과, 항공비서행정과, 스튜어디스과, 
항공비서행정과, 항공운항과, 항공관광과, 관광항공승무과, 관광과, 관광경영과, 항공서비스과, 항공컨
벤션경영과, 관광항공철도승무과, 항공실무서비스과, 항공서비스복지학부, 항공관광영어과등 유사학
과

마케팅경영과

국제비서과, 국제비서사무과, 국제사무행정과, 비서경영과, 비서과, 비서인재과, 비서행정과, 경상학부, 
경영계열, 경영과, 경영서비스계열, 경영세무과, 경영전공, 경영학과, 경영회계학부, 글로벌경영과, 금융
경영과, 기업경영과, 마케팅전공, 비즈니스경영과, 비즈니스과, 비즈니스사무과, 서비스경영계열, 서비스
경영과, 중소기업경영과, 증권금융과, 창업경영과,  글로벌비즈니스과, 무역유통마케팅과, 무역정보과, 
유통경영과, 유통물류과 등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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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계열은 <별표1>에 제시된 각 모집단위의 관련 계열학과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 편입학 학과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기타 유사학과의 인정 여부는 본 대학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모집단위 관련 학과명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 아동복지교육과. 영유아보육과, 아동미술보육과, 아동복지과, 아동컴퓨터보육과, 여성인력
개발과, 아동놀이지도과, 아동조형미술과, 아동미술과, 아동문화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상
담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복지과 등 유사학과 

스포츠지도과 관광레저스포츠과, 레크리에이션과, 레포츠지도과, 스포츠과학과, 생활레저스포츠과, 레저레포츠과, 스
포츠산업과, 골프전공, 골프지도과 , 사회체육과, 생활체육과, 체육과 등 유사학과

이벤트연출과 이벤트연출과, 웨딩이벤트과, 문화관광이벤트과, 웨딩플래너과, 엔터테인먼트과, 공연예술학과, 광고제
작과, 공연기획제작 관련 유사학과

패션코디네이션과

의상과, 의상디자인과, 패션스페셜리스트과, 패션디자인이벤트과, 섬유패션디자인과, 패션코디네이션
과, 섬유디자인과, 토탈패션계열, 패션디자인산업과, 코디네이션디자인과, 전통의상과, 패션비즈니스
과, 패션마케팅전공, 패션웨딩스타일리스트과, 패션뷰티디자인과, 패션·슈즈디자인과, 섬유의류비지니
스과 등 유사학과

건강재활과

재활스포츠과, 사회체육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스포츠복지과, 스포츠외교과, 아동체육과, 스포츠재활지
도과, 생활스포츠과, 아동스포츠과, 생활스포츠지도자과, 생활체육무용과, 실용댄스과, 실용무용과, 요
가전공, 골프전공, 골프지도과, 해양레져스포츠과, 국제스포츠무도계열, 댄스&스포츠전공, 무용?레져
스포츠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계열 등 유사학과

조리부사관과 호텔조리계열, 외식사업과

뷰티&코스메틱학과

뷰티케어과, 뷰티미용과, 뷰티아트과, 미용피부관리과, 피부미용디자인과,관광뷰티디자인과, 메이크업
코디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피부비만관리과, 미용계열, 뷰티코디네이션과, 피부보건과, 화장품
과학과,뷰티아트디자인과, 스타일리스트과, 코디메이크업과, 화장품미용과,미용아트과, 헤어디자인과보
건미용과, 피부미용과, 뷰티아트과, 의료미용과, 메디컬스킨케어과,헬스케어과, 웰빙건강관리과, 건강
관리과, 미용건강과, 뷰티크리에이터과,미용복지과, 화장품과, 화장품공학과, 메이크업네일과, 뷰티헬
스과,헤어아트과, 비만코디네이터과, 분장학과, 향장학과, 향장미용과,뷰티패션과, 건강뷰티향장학과, k
뷰티융합학과, 미용과학과,뷰티매니지먼트학과, 뷰티테라피학과, 화장품피부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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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전기)

 오산대학교 편입학 원서
접수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원학년 2학년(   ), 3학년(   ) 지원학기 1학기

지원학과 계열

전적대학 구분 전문대학(2,3년제)(   ) 4년제 정규대학(   ) 학점은행제(   ) 기타(   )

전적대학명                            대학(교)                              학과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졸업(수료)구분 졸업(   ) 졸업예정(   ) 수료(   ) 자퇴(제적)(   )

졸업(수료)일      년      월      일

성적
총 평점 평균 총 취득 학점 백분율 점수

(           )/4.5 (        )학점 (        )/100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자  택  ☎ (         )          -

휴대전화

본    인  ☎ (         )          -

보 호 자  ☎ (         )          -

긴급연락처  ☎ (         )          -

E-mail(본인)                         @

환불용 계좌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귀 대학에 편입학 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오산대학교 총장 귀하 

추천인

소속 : 

이름 : 

접수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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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편입학 원서 접수 및 편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추가 연락처,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 { 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대학명, 졸업(예정)연도 }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편입학 원서 접수 및 편입학 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편입학 원서 접수 및 편입학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중 한 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
▣ 편입학 접수 및 편입학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기 타

 오산대학교 학생취업처  장학 선발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대학지점 은행  등록금 수납업무  이름, 수험번호,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 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탁업무내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 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에 진학 정보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 출신 대학교  전적대학학적 조회  전적대학학적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한국장학재단  장학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 제공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학과, 
 등록금액, 등록마감일자, 입학일자, 
 환불계좌번호, 장학금액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 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  편입학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 편입힉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  편입학 허위 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확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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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편입학 수험표

※접수번호 접수처 확인

성     명
  (인)

지 원 학 과 학과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우리대학은 입학전형업무를 전산처리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야 하며, 부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원서작성시 반드시 모집요강을 읽

고 착오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원서의 모든 란은 해당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정  

    자로 작성한다.

    ※ 표시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해당 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한다.

 3. 지원사항 : 지망학과별 학과를 작성한다.

 4. 학력 기재사항 : 졸업년도, 학교명, 졸업학과, 성적 등을  

    정확히 작성한다.

    ※ 성적은 반드시 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전화번호는 후보자 충원시 매우 중요하므로 가장 신속  

    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등) 모두를 작성한다.

 6. 입학원서 착오 기재 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 줄  

    을 긋고 지원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출신학교장 직인으로 정정 날인하  

    여야 한다.(약품 및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덧붙이  

    지 못한다)

 7. 합격자 발표 : 2020. 02. 03.(월) 10시 예정

 8. 합격자 등록 : 2020. 02. 06.(목) ~ 02. 10.(월)

 9. 추가모집 및 미등록 충원 : 2020. 02. 10.(월) ~ 02. 25.(화)



사당 : 사당역 2호선 1번출구 공용주차장 안
동서울 : 동서울터미널(강변역1번출구) 광진문화원 앞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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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티컬프라자⇌ 롯데케슬 알바트로스 1303동 맞은편/시범 
호반베르디움⇌LH블럭 주공 2611동 앞(나래학 맞은편) ⇌자이아파트 
맞은편

오산대역 : 수시운행

버스

스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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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대학교 캠퍼스
❶ 대학본부

❷ 청암관

❸ 체육관

❹ 청학관

❺ 종합정보관

❻ 지성관

❼ 학생회관

❽ 진리관

❾ 미래관

● 창조관

● 희망관

● 운동장

● 족구장, 농구장

● 테니스장

● 골프연습장

● 유치원

● 초정밀가공실습동

● 산학협력과(HRD사업단)

● 오산중학교

● 오산고등학교

오시는 방법

지하철
1호선 : 서울 ⇌ 안양 ⇌수원 ⇌    ⇌ 평택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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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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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세류역(202, 202-1번)

평택 : 용이동 ⇌ 오산대학교(2, 2-2번)

오산대학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18119 , Osan University 45, Cheonghak-ro, 
Osan-si, Gyeonggi-do, Korea
Tel. 031-377-7777 Fax. 031-370-2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