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남부 유일의 정부지원 3대 사업 선정대학으로

매년 80억 규모 국고지원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3년 총사업비  
약 130억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선정

6년 총 사업비
약 120억원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사업 단독선정

3년 총사업비
약 45억원

해외 어학연수 
전액 지원

전공맞춤 
어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대학
교환학기제 
운영

오산대학교 학생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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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운영

2022년
약 3억원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선정

2022년
약 2억원

2021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전문대학 종합
1위

우리 곁에 항상 가까운 대학,

가까운 만큼 앞선 대학! 

 나의 꿈과 더 가깝게!

오산대학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총 장학지급액 
132.5억원

1인당 수혜액
약 282만원

오산인재장학금 외
30여종

전공직무
여행프로그램
뭉치면간다

전공연계 자격증 취득과정 
66개 프로그램
운영

여대생
커리어개발

오산대학교 학생만 누릴 수 있는 오산대학교 학생만 누릴 수 있는

www.osan.ac.kr

3



구 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원서접수 2022.09.13.(화) ~ 10.06.(목) 2022.11.07.(월) ~ 11.21.(월) 2022.12.29.(목) ~ 2023.01.12.(목)

서류제출 기한

(대상자만 해당)
2022.10.14.(금) 2022.11.25.(금) 2023.01.13.(금)

면접 및 실기예약

(해당학과만 예약)
2022.10.07.(금) ~ 10.08.(토) 2022.11.22.(화) ~ 11.23.(수) 미실시

면접 및 실기

(해당학과만 실시)
2022.10.14.(금) ~ 10.15.(토) 2022.11.25.(금) ~ 11.26.(토) 미실시

합격자발표 2022.10.27.(목) 2022.12.08.(목) 2023.02.02.(목)

수시 예치금 납부 2022.12.16.(금) ~ 12.19.(월)

정시 등록금 납부

(수시 잔여등록금 납부)
2023.02.07.(화) ~ 02.09.(목)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2022.12.20.(화) ~ 12.28.(수) 21:00까지 2023.02.28.(화)까지

01. 전형일정

※ 면접 및 실기일자는 각 학과별 지원 인원에 따라 기간 중 확정 되며, 확정시 개별 통보 합니다.

※ 수시1, 2차 합격자(최초합격자, 충원합격자)는 등록 및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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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수험생에 대한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서접수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연락처 또는 출신 고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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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복수지원 가능 조건
가. 복수지원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수 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고 학생의 경우 전문대연계 및 일반고 특화 위탁 학기 선택에 따라 특성화고 전형 지원 가능

나. 오산대학교 및 타 대학 수시1차 합격자도 수시2차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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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원서 접수 절차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오산대학교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입학원서 작성

전형료 결제 수험표 출력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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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입학전형료 관련 사항

가. 입학전형료

학 과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실제 결재 금액

전체학과 20,000원 5,000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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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전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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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1차

일반전형 일반전형

비면접 해당학과(계열/전공) 1,002 학생부100%

면접 항공서비스과, e스포츠과 79 면접80%+학생부20%

실기 보컬·K-POP콘텐츠과 32 실기80%+학생부20%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해당학과(계열/전공) 262 학생부100%

소계 1,375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출신자 전체학과(계열/전공) 70 학생부100%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해당학과(계열/전공) 25 학생부100%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계열/전공) 51 대학평균평점 백분위 100%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학과(계열/전공) 31 서류전형

소계 177

수시2차

일반전형 일반전형

비면접 해당학과(계열/전공) 272 학생부100%

면접 항공서비스과, e스포츠과 27 면접80%+학생부20%

실기 보컬·K-POP콘텐츠과 5 실기80%+학생부20%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해당학과(계열/전공) 69 학생부100%

소계 373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계열/전공) 29 학생부100%

소계 29

합  계 1,954



01.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www.osan.ac.kr

6

입학

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

전형

특성화고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일반

전형

특성화고

전형

일반

전형
농어촌

출신자

기초 및

차상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미래 

공학학부

자동차계열
친환경자동차전공

105 63 16 6 1 2 1 21 4 1
미래자동차전공

기계과 70 44 13 3 1 2 1 8 4 1

안전보건관리과 36 19 7 2 7 2 1

전기과 70 44 14 3 1 2 1 8 3 1

반도체장비과 36 22 5 1 7 1 1

컴퓨터정보

계열 ❸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106 58 20 5 1 2 1 21 6 1게임콘텐츠전공

컴퓨터보안전공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학부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계열

❸

영상미디어전공

106 58 26 6 1 3 2 15 6 1게임그래픽전공

웹UI/UX디자인전공

사회서비스

학부

경찰행정학과 ❸ 78 47 4 3 1 3 1 22 4 1

유아교육과 ❸ 64 43 3 4 1 1 15 2 1

사회복지상담과 72 42 15 3 1 3 1 10 4 1

미디어마케팅경영과 36 23 5 1 2 1 5 2 1

세무회계과 36 21 7 1 2 1 5 2 1

평생학습학과 36 21 7 1 1 1 5 2 1

호텔관광

서비스학부

호텔조리계열

❸

호텔조리전공

106 66 29 7 1 3 2 7 3 1식품영양학전공

제과제빵전공

항공서비스과 ❸[면접] 38 27 1 1 1 10 1

호텔관광경영과 36 21 5 1 1 1 7 2 1

카페바리스타과 36 22 8 1 1 1 4 1 1

휴먼케어

학부

건강재활과 ❸ 72 40 14 3 1 2 2 13 4 1

소방안전관리과 105 65 8 5 1 3 2 27 4 1

스포츠지도과 74 46 12 5 1 2 2 12 3 1

반려동물관리과 36 19 7 1 1 1 1 7 2 1

동물보건과 30 16 6 1 1 1 1 6 1 1

K-뷰티

예술 학부

뷰티코스메틱

계열

피부화장품전공

105 74 14 6 1 2 1 14 2 1메이크업네일전공

뷰티크리에이터전공

준오헤어시그니처과 36 26 4 1 2 1 4 1 1

패션스타일리스트과 38 27 5 1 1 2 1 4 1 1

군사학부 군사계열
드론부사관전공

70 50 5 1 1 2 13 1 1
전투부사관전공

문화예술학부

공연축제콘텐츠과 36 25 3 2 1 5 2 1

보컬·K-POP콘텐츠과 ❸[실기] 38 32 2 1 2 5 1

e스포츠과 [면접] 70 52 3 1 2 17 1

합계 1,777 1,113 262 70 25 51 31 304 69 29

전형구분

모집단위

* 수시모집 미충원시 정시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함.

* 정원외 전형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그 인원(미충원)을 수시2차, 정시에 모집함.

*❸표시 학과는 3년제 학과임.

* 정시는 면접 및 실기를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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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원내전형 지원 자격

구  분 전형구분 지원자격 세부사항

수시

정시

일반전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실업고) 및 종합고 등 전문(직업)교육과정 졸업(예정)자  

3. 직업과정위탁교육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

4. 외국고교 출신 자

5. 대안학교 졸업(예정)자

6. 검정고시 출신 자

특성화고

전형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예·체능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종합고등학교의 예·체능계 및 특성화 학과 과정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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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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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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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일반전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실업고) 및 종합고 등 전문(직업)교육과정 졸업(예정)자  

3. 직업과정위탁교육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

4. 외국고교 출신 자

※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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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원자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유형Ⅱ :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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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지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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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및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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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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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할 수 없음

※ 외국 대학 졸업자는 지원 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취득 예정자는 80학점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전문대학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C)3급 이상 취득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교포자녀: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2) 해외근무공무원자녀: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 자녀

3)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녀: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4)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화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5) 현지법인/자영업자 자녀:외국에서 3년 이상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한 자의 자녀(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해야 함)

6) 외국유학/연수자 자녀:외국에서 3년 이상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부모가 모두 해당국에 체류해야 함)

7) 외국국적취득자(복수국적자 제외):외국 국적 취득 이후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 재학한 자(지원자 부모 국적 불문)

8)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9)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

10)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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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통사항
가. 모든 전형 공통(정시 일반전형 및 전문대졸 이상 전형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1부.

나. 2015년 2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자로 원서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다. 2015년 1회 ~ 2022년 1회 검정고시 합격자로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수시모집에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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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 접수 시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 2015년 2회 이전 합격자

• 2022년 2회 합격자(수시모집에 한함, 정시모집에는 온라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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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외국 고교과정 이수자
가. 고교과정 전체를 외국에서 이수한자는 일반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도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명 제출 서류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학력인정 아포스티유 확인서(Apostille Convention) 또는 영사확인서(공증 및 번역문)

02. 전형별 제출 서류 

전형명 제출 서류

농어촌 
전형

유형Ⅰ
(6년)

•농어촌전형 추천서(Ⅰ) 1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지원자 본인 및 부모 주민등록 초본 - 주소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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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Ⅱ
(12년)

•농어촌전형 추천서(Ⅱ) 1부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 초본 - 주소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 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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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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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공통제출서류 : 
학력인정 아포스티유 확인서(Apostille Convention) 또는 영사확인서(공증 및 번역문),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성적증명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여권사본(부모,학생)  -재외국민등록본(부모,학생)(발급원본 및 번역문)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하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초·중·고 성적증명서(공증 및 번역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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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율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환산점수

비     고
학생부 면접 실기 수능 서류 최저점 / 최고점 총점

수시

일반전형

전체학과

(면접 및 실기학과 제외)
100% 312/400 400

• 고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

 1개 학기 전체 교과목성적을  

 반영 함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또는 전문대연계

 직업교육위탁 과정 수료자 는

 전형구분에 따라 학기를

 선택 하여야 함

항공서비스과, 

e스포츠과

[면접]

20% 80%

학생부 312/400

2,000

면접 320/1,600

보컬·K-POP콘텐츠과

[실기])
20% 80%

학생부 312/400

2,000

실기 320/1,600

특성화고 전형
해당학과

(계열/전공)
100% 312/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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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해당학과(계열/전공) 100% 312/400 400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형
해당학과(계열/전공) 100%

전적대학 성적 

100%
100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학과(계열/전공) 100% 서류 100 100

정시 일반전형 전체학과 100% 312/400 400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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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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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로탐색 과목은 성적 산출에서 제외 함

 4) 고교 졸업 시기별 석차등급 반영 방법

 5) 학생부 반영

 - 선택학기 평균등급을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섯째 자리까지 환산된 점수를 400점 만점 / 312점 최저점으 로 환산한 점수 순으로 선발 함

고교졸업시기
2008년 2월 졸업자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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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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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z값을 정규분포표에 대입하여 백분위를 산출, 등급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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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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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편차
(원점수-평균점수)

12.18
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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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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등급 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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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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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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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2857 (평균등급)
7(과목수)

(1+3+3+4+3+5+5)

※ 면접 및 실기고사 미응시자 면접 및 실기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 면접 및 실기고사 일자는 지원 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및 실기 수험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면접 및 실기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한 후 출력 가능 합니다. (세부일정 추후 공지)

※ 자연재해 및 감염병과 관련하여 상황 발생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전환 또는 다른 방안으로 전환하여 실시합니다.

02. 면접 및 실기고사
가. 모집시기별 면접고사 일정

 7) 외국고교 출신자

 - 평균점수를 산출표에 적용하며, 성적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점으로 처리하며, 애매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함.

 - 성적이 A, B, C, D, F로 표시된 경우

- 성적이 점수로 표시된 경우

등급 3 4 6 7 9

외국고교 성적 A B C D F

구 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면접 및 실기예약

(해당학과만 예약)
2022.10.07.(금) ~ 10.08.(토) 2022.11.22.(화) ~ 11.23.(수) 미실시

면접 및 실기

(해당학과만 실시)
2022.10.14.(금) ~ 10.15.(토) 2022.11.25.(금) ~ 11.26.(토) 미실시

수시 예치금 납부 2022.12.16.(금) ~ 12.19.(월)

정시 등록금 납부

(수시 잔여등록금 납부)
2023.02.07.(화) ~ 02.09.(목)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2022.12.20.(화) ~ 12.28.(수) 21:00까지 2023.02.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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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모집단위별 평가 항목 및 복장규정
가. 면접학과

모집단위 전형 평가항목 복장규정

항공서비스과 일반전형

1. 태도 및 자세
2. 인성
3. 적성
4. 외국어능력
5. 서비스마인드

1. 교복 또는 단정한 복장
     - 교복 : 고등학교 지정 교복 착용 시 운동화 가능
     - 여자 : 흰색계통 블라우스에 검정색 계통 스커트와 구두
     - 남자 : 단정한 자율복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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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과 일반전형
1. 전공이해도    2. 전공 적성도
3. 자세 및 태도  4. 문제해결능력
5. 의사소통능력

1. 교복 또는 단정한 복장

나. 실기학과

모집단위 전형 평가요소 실시방법 및 준비물 배점 비고

보컬·K-POP
콘텐츠과

일반전형

보컬

1. 2분 이내 가요 또는 POP 중 자유곡 1곡
2. 반주음악 제출
     - 사전에 안내된 메일로 음원 파일 제출
     - USB 준비(컴퓨터에서 재생 가능한 파일, 컴퓨터에 저장 후 반납)
3. 피아노 및 기타 반주 가능

20점 
~ 100점

2개
평가요소 중

택 1

K-POP

1. 3분 이내 댄스작품 (장르 제한 없음)
     - 스트릿댄스 (힙합, 팝핑, 코레오, 왁킹 등 올드스쿨/뉴스쿨)
     - K-POP 커버댄스 등
     - 보컬+댄스 가능
2. 반주음악 제출
     - 사전에 안내된 메일로 음원파일 제출
     - USB 준비(노트북에서 재생 가능한 파일 준비, 파일 저장 후 USB반납 예정)

04.합격자 사정원칙
1) 일반전형, 특성화고전형,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전형,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가) 학과별 지원자 중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합니다.

      - 일반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학과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합니다.

      - 특성화고 전형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일학과의 일반전형 지원자를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합니다

  -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전형,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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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시모집에 최초 및 충원합격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모집시기 전형 모집학과 동점자 처리기준 비고

수시1차
수시2차

특성화고
전형

해당학과
(전공/계열)

1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2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3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선택자
4순위 : 연소자

동점자 처리 이후 동점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오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함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전형
(면접학과)

항공서비스과
e스포츠과

1순위 : 면접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3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4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선택자
5순위 : 연소자

일반전형
(실기학과)

보컬·K-POP콘텐츠과

1순위 : 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교과 성적 평균등급 상위자
3순위 : 선택한 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자
4순위 : 학생부 성적 고학년 고학기 선택자
5순위 : 연소자

일반전형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해당학과
(전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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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당학과

(전공/계열)
1순위 : TOPIC 고득점자
2순위 : 지원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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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가. 합격자 발표 일정

※ 학생자율경비 및 교재 대금은 별도입니다.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시기 합격자 발표 예치금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잔여등록금 납부

수시1차 2022.10.27.(목)
2022.12.16.(금)

~ 12.19(월)

2022.12.20.(화)

~ 12.28(수) 21:00까지

2023.02.07.(화)

~ 02.09(목)
수시2차 2022.12.08.(목)

모집시기 합격자 발표 등록금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비  고

정시 2023.02.02.(목)
2023.02.07.(화)

~ 02.09(목)
2023.02.28(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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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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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충원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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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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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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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뱅킹, 

  ATM기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6) 수시 1, 2차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기간에 3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등록금 납부 기간에 30만원을 제외한 잔여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을 납부했더라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입학 포기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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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입생 입학 학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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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2년도 등록금 자료(2023학년도 등록금은 추후 결정 공지 됩니다)

모집학과 입학금 수업료 합계

공      학
기계과, 산업안전보건과, 전기과, 전자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디지털콘텐츠디자인

계열, 드론융합부사관과, 자동차과, 소방안전관리과, 게임콘텐츠과, 사이버보안과
240,000원 3,369,000원 3,609,000원

예  체  능
패션스타일리스트과, 공연축제콘텐츠과, 스포츠지도과, 실용댄스과,

실용음악과, e스포츠과
240,000원 3,369,000원 3,609,000원

자연과학 호텔조리계열, 건강재활과, 뷰티코스메틱계열, 반려동물관리과 240,000원 3,369,000원 3,609,000원

인문사회Ⅰ 글로벌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유아교육과 240,000원 3,218,000원 3,458,000원

인문사회Ⅱ 사회복지상담과, 경찰행정학과, 세무회계과, 미디어마케팅경영과, 평생학습학과 240,000원 2,874,000원 3,114,000원

인문사회Ⅲ 전투기술부사관과 240,000원 3,325,000원 3,5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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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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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2023년 2월 28일(화) 16:00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일시가 경과한 후에는 입학 후 자퇴로 처리되며, 이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부 등록금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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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충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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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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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수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원합격 전화 발표 시 원서에 기재된 지원자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로 각각 5회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5회 모두 불통인 경우 자동 포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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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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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증명서는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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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1학년 1학기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다만, 질병(4주이상 진단서제출) 또는 병역(입영통지서 제출)휴학은 가능합니다.

03. 문의사항 및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학교대표번호 입학홍보처 031-377-7777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발표, 입학/입학포기
입학홍보처 031-370-2528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취업처 031-370-2542 등록금 관련 문의 사무처 031-37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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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자동차계열 031-370-2667 호텔관광경영과 031-370-2827

기계과 031-370-2655 카페바리스타과 031-370-2827

안전보건관리과 031-370-2707 건강재활과 031-370-2767

전기과 031-370-2677 소방안전관리과 031-370-2776

반도체장비과 031-370-2688 스포츠지도과 031-370-2768

컴퓨터정보계열 031-370-2694 반려동물관리과 031-370-2813

디지털컨텐츠디자인계열 031-370-2735 동물보건과 031-370-2813

경찰행정학과 031-370-2807 뷰티코스메틱계열 031-370-2868 

유아교육과 031-370-2728 준오헤어시그니처과 031-370-2867

사회복지상담과 031-370-2836 패션스타일리스트과 031-370-2848

미디어마케팅경영과 031-370-2788 군사계열 031-370-2817

세무회계과 031-370-2716 공연축제콘텐츠과 031-370-2648

평생학습학과 031-370-2844 보컬·K-POP콘텐츠과 031-370-2718

호텔조리계열 031-370-2758 e스포츠과 031-370-2648

항공서비스과 031-370-2857 -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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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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산점 부여 :  (1) 점수: 최대 50점까지 인정 (2) 공통가산점, 학과별 가산점 중복가능 (3) 정시 일반전형 제외

                                             ※ 가산점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단위 가산점 구분 항목별 가산점

공통가산점

•오산대학교 총장상 수상자(20점)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이상자(중복 불가)

    1. TOEIC 500 이상  

    2. JLPT N3급 이상

    3. HSK 3급 이상

•사회봉사활동 이수자 ( www.1365.go.kr, 실적확인서 제출) 40시간 이상

•전문대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예정)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료(예정)자

•경기꿈의대학 이수자  •ITQ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중 택1 A등급(중복불가)

20점

기계과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금형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전기기능사  •용접기능사  •주조, 단조 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기계정비 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3D 프린터운용기능사 및 위 기능사 상위 자격증 (기능장, 산업업기사, 기사,기술사 )

•컴퓨터활용능력3급  •학과관련 대회수상(기계, 설계, 기계가공, 로봇가공분야,   제어 / 소프트웨어 분야 )

•기계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안전보건관리과
•위험물기능사  •가스기능사  •전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안전보건관리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반도체장비과

•전자기기기능사  •통신설비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통신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MOS Master  •대회 수상자(전자관련)

•반도체장비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컴퓨터정보계열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PC정비사  •MOS Master  •대회 수상자(IT 관련) 

•컴퓨터정보계열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디지털콘텐츠

디자인계열

•국가공인 GTQ 그래픽기술자격 1급 소지자 (포토샵)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전자출판(DTP) 기능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산업기사  •전국대회 수상자 (영상, 디자인, 게임, 미술 관련)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계열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관련 학과(유아교육과, 보육과)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 유아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학생부 기재) •유아교육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사회복지상담과
•전국 경연대회 수상자 (자원봉사 관련)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보유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MOS Master  •전산회계 2급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상담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미디어마케팅경영과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전산회계 2급 이상  •FAT 2급 이상  •세무회계 3급 이상

•기업회계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ERP 정보관리사 2급 이상(인사, 회계, 물류, 생산 중 택1)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이상  •전자상거래운용사  •IEQ(인터넷윤리자격) 지도사

•SMAT(서비스경영자격) 3급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취득자

•미디어마케팅경영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호텔조리계열

[학과 관련 자격증] (국가공인 / 민간)

한식조리기능사 / 양식조리기능사 / 중식조리기능사 / 일식조리기능사 / 복어조리기능사 / 제과기능사 / 

제빵기능사 / 케익데코레이션 / 초콜릿 / 케익마스터

[학과관련 대회수상] (수상실적확인서 및 상장 사본 제출)

•전국요리경연대회 수상자  •전국 지방 기능경기대회 요리, 제과제빵 부문 수상자

•기능올림픽 수상자  •국제요리경연대회 수상자  •대한민국 챌린지컵 (WACS) 수상자

•지자체 요리대회 수상자  •한국 학생 빵과자 경연대회 수상자  •서울 국제 빵과자전 (SIBA) 수상자

•전국 학생 빵과자 경연대회 (ACADECO) 수상자  •호텔조리계열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20점

항공서비스과
•각종 예비승무원대회 수상자  •각종 미인선발대회 수상자

•항공서비스과 주최 행사 “OSAN Crew Campus”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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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경영과
•바리스타,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자격증 소지자  •호텔서비스사, 서비스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호텔관광경영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카페바리스타과

•바리스타 2급, 1급  •커피로스터  •커피커퍼  •핸드드립마스터  •커피조향사  •커피머신엔지니어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브루마스터  •CS강사  •미스터리쇼퍼  •컨벤션기획사  •창업컨설턴트  •경영컨설턴트

•각종 식음료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기능올림픽 레스토랑 서비스부분 수상자  •카페바리스타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건강재활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가자 및 비교과 영역별 체육관련 활동 참가자

   (참가 시간 생활기록부에 체크 후 제출)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선수등록 된 자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적용)

•전국 시 도 각종 대회 8강 이내 입상자 (대회 입상 가산점 인정 시기 :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적용)

•생활스포츠지도사(노인, 유소년, 장애인)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재활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소방안전관리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스포츠지도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가자 및 비교과 영역별 체육관련 활동 참가자

   (참가 시간 생활기록부에 체크 후 제출)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선수등록 된 자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적용)

•전국 시 도 각종 대회 8강 이내 입상자 (대회 입상 가산점 인정 시기 :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적용)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가맹단체 및 비가맹 단체 자격증 및 단증 소지자 (국가공인 자격증 및 민간 자격증 포함)

•오산대학교 스포츠지도과 주관 각종 대회입상자 (대회 입상 가산점 인정 시기 :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적용)

•스포츠지도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반려동물관리과

•반려동물관련 민간자격증, 민간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상담사  •훈련미용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펫 시터 및 반려동물관련전체)

•반려동물관리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동물보건과 •수의테크니션 동물간호사 등의 1년 이상 경력자  •동물보건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뷰티코스메틱계열

•미용사(종합)  •미용사(일반_헤어) 또는 이용사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각종 미용관련 경진대회 수상자(중복가능)

•뷰티코스메틱계열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준오헤어시그니처과

•미용사(종합)  •미용사(일반_헤어) 또는 이용사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각종 미용관련 경진대회 수상자(중복가능)

•준오헤어시그니처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패션스타일리스트과

•국가공인 GTQ 그래픽기술자격 2급 이상 소지자(포토샵)  •양장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패션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샵마스터 자격증

•미용(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자격증  •각종 패션, 미용, 디자인 관련 대회 수상자

•패션스타일리스트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군사계열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무도단증 종합 3단 이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국가공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운용대회 수상자

•군사계열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공연축제콘텐츠과

•무대예술전문인자격 소지자(무대조명/음향 관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MOS Master  •국가공인 GTQ 그래픽기술자격 1급 소지자 (포토샵)

•경진대회 수상자 (기획, 댄스, 가요, 방송, 영상 관련)  •공연축제콘텐츠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e스포츠과

•e스포츠 관련 대회 수상자  •e스포츠 심판 3급이상  •e스포츠 생활지도사

•e스포츠 전문지도사  •국내외 e스포츠 프로구단 현역 선수 (프로 2군 포함)

•아시안 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 e스포츠 종목에 한국대표 선수

•e스포츠과 행사 및 프로그램 이수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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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전공 / 미래자동차전공

학과소개
자동차 대기업 생산직, 외제차 정비 분야, 고전압 배터리 등 

EV Car 정비분야, Hybrid Car 정비 분야, 자동차 부품 생산 

기술 및 생산 분야, 자동차 손해사정 분야, 자동차 진단평가 

및 Used Car 가격산정 등의 전문실무교육을 통해 100% 전원 

취업이 목표입니다.

취업분야
Benz, BMW, Audi, Volvo 등 외제차 정비 서비스 분야 / 

Hyundae Motors, Kia Motors, Samsung Motors 등 정비

서비스 분야 / 교통안전공단 검사원 / 자동차보험회사 대물

담당 / 자동차진단평가 및 가격산정 분야, 군무원, 래핑 등 

튜닝전문 분야 등

자격증 취득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 진단평가사 

/ 자동차가격산정사 / 지게차 / 굴삭기 / 보수도장기능사 / 

자동차튜닝사 등

자동차계열 Ⅰ 미래공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67

학과소개
지능형 정밀생산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가공 엔지니어 

배출로 최고 수준의 취업률과 직무 적합도 달성을 목표로, 첨단

생산제조분야 스마트 융합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운용(스마트 

생산제조 CAD/CAM/CNC/CAE 교육, 3D 프린팅 생산제조교육, 

자동화 로봇 생산운용시스템 교육, 기계/가공/조립 운용교육)

으로 일반기계, 자동차, 항공, 반도체, 로봇, 스마트 팩토리 외 

제조업 전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설계/가공/제어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반도체장비유지분야, 기계설계/ 기계가공분야, 로봇생산

시스템분야, 산업안전(기계)분야 스마트 팩토리 생산운용,

반도체설비설계분야, 자동차 생산 및 부품분야, 항공관련분야, 

건설기계분야, 환경기계분야, 일반기계 설계 및 가공분야

자격증 취득
생산기계산업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3D 프린팅 운용 관련 자격증 / 기계설계산업기사 /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기계) / 반도체장비

유지보수기능사

기계과 Ⅰ 미래공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55

학과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의무화로 산업

안전보건본부가 개편되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더욱 강화

되고 있다. 오산대학교 안전보건관리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접채용 의무화와 더불어, 취업의 폭과 

질이 모두 보장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망학과이다. 

본 학과는 전문적인 관리자를 양성하는 학과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지도하여 산업기술 및 안전경영을 

리드할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 분야의 전문 관리자를 양성

한다.

취업분야
제조업,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안전·보건 

관리자대형플랜트, 공장, 발전소 등의 시스템 안전설비보전 

관리자 안전관리 컨설팅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등 기계, 전기, 섬유, 화공, 농업, 환경, 보건 직렬 

등 안전보건 관련 기술직 공무원

자격증 취득
산업안전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품질경영산업기사 / 설비

보전기능사 / ISO 9000 및 14000 심사원 / ERP 정보관리사

안전보건관리과 Ⅰ 미래공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07

학과소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를 위한 스마트생산 자동화분야 및 

전기설비시설 분야 산업을 이해하고 생산자동화제어시스템 

운영과 전기설비시설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

무를 겸비한 전기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문

제해결에 필요한 협력역량과 창의역량을 함양하고 전기산업

분야 실무를 겸비한 현장중심의 전문역량을 교육한다.

취업분야
스마트팩토리 분야, 생산자동화 분야, 전기기기 제조산업분야, 

전기시설설비관리 운영분야 제조산업 대기업 및 계열사, 전기

분야 공기업, 전기분야 공무원, 전기분야 군무원

자격증 취득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산업공사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전기철도산업기사

전기과 Ⅰ 미래공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77

학과소개
경기남부를 주축으로 한 K-반도체벨트지역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반도체장비교육을 수행하는 특화된 학과로서 반도

체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하고 특화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수행한다. 

취업분야
삼성반도체, SK Hynix반도체, 반도체장비관련 기업, 반도체

장비설계 제조업 및 공장자동화분야, 생산자동화분야, 자동차

산업분야,전기 전자분야, 방송통신분야 등

자격증 취득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유선

설비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등

반도체장비과 Ⅰ 미래공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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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 게임콘텐츠전공 / 

컴퓨터보안전공

학과소개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은 ICT 분야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 역량을 보유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를 

양성한다. 또한 빅데이터분석 분야의 특성화된 전문가 과정

을 개설 운영한다.

게임콘텐츠전공은 게임엔진을 활용한 산학친화형, 현장적응

형, 프로젝트집중형 융합교육 과정을 통해 미래 게임산업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정보보호 기술을 

기본으로 IPS,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보안시스템 운영 실무, 

침해 대응 관제 실무 등 라이브한 현장의 실무 기술을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차별화된 실무 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

취업분야
•응용프로그램개발, 네트워크보안, 사물인터넷,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테스팅, 정보통신 및 컴퓨터 산업분야, 

정부투자기관, 국가기술직 공무원, 벤처기업 창업, 4년제 대학 

편입 및 해외유학 등

•게임PD, 게임QA전문가, 게임그래픽디자이너, 게임기획자, 

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애니메이터, 게임운영자, 게임프로

그래머, 애니메이터, 이펙터 등 게임산업의 전 분야, 스타

트업(벤처기업) 차업, 4년제 대학 편입 및 해외유학 등

•정보안기업 : 시스템 보안 업체, 네트워크보안 업체, 인증

시스템 관련업체, 정보보호 유지보수 업체 엔지니어 등

•국가 공공기관 : 정보보호 공무원, 장교 및 군무원, 경찰직 

사이버 수사관 등

•일반기업 : IT기업, NonIT기업, 금융권 등의 보안 관리자

또는 서버 관리자 등

•4년제 대학 편입 및 해외유학 등

자격증 취득
•정보처리산업기사, SQL개발자,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

관리사, OCAJP, CCNA 등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3ds Max ACU(Autodesk Cerified User) 등

•정보보안산업기사,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 

인터넷보안전문가, CISSP, CISA 등

컴퓨터정보계열(3년제) Ⅰ 미래공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94

영상미디어전공 / 게임그래픽전공 / 

웹UI/UX디자인전공

학과소개
창의적 기획과 감성적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학과로 영상미디어전공 /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 

웹UI/UX디자인전공의 3개 전공으로 나누어 교육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디자인 트렌드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디지털콘텐

츠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영상제작 및 영상편집, 게임그래픽디자인, 웹UI/UX디자인, 

기타 시각디자인 분야 등야

자격증 취득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GTQ(그래픽기술자격), GTQi(그래픽기술자격일러스트), 

3ds Max자격증 등 

디지털컨텐츠디자인계열(3년제) Ⅰ 크리에이티브콘텐츠 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35

학과소개
국가의 치안질서유지 및 사회 안전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지

식을 갖춘 경찰인력을 비롯한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을 양성

하고 사회보안 및 서비스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분야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교정

직공무원, 방호직공무원, 경호안전요원, 보안요원, 공공기관 

청원경찰, 보호관찰무도실무관, 군간부(장교및부사관)

자격증 취득
토익자격증, G-Telp, 국가공인무술단증(유도 및 천무극), 

신변보호사, 경비지도사, 민간조사사(PIA),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컴퓨터활용능력(1.2급), 드론자격증

경찰행정학과(3년제) Ⅰ 사회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07

학과소개
유치원 교사로서의 인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최적화된 

교사 역량을 위해 전공교과목을 학습하고 다양한 동아리, 

비교과 활동 전공 및 교직교과목,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적응

력을 쌓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교사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교사 등

자격증 취득
유치원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미술지도사 2급, 

국악지도사 등

유아교육과(3년제) Ⅰ 사회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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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인간중심 사회서

비스를 구현하는 사회복지 및 상담 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와 상담심리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및 실

무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미래사회가 요구

하는 휴먼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청소년시설 및 기관, 장애인시설 및 기관, 노인시설 

및 기관, 다문화시설 및 기관, 해외원조(ODA)기관, 사회복

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전공심화과정 편입 후 

학사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1. 전공심화과정 진학 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연계 취득 가능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학

교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2. 사회복지사 2급 취득 

3. 민간등록자격증 취득 가능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다문화가족상담사레크리

에이션지도사, 미술치료심리상담사

사회복지상담과 Ⅰ 사회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36

학과소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에 발맞춰서 

최신의 미디어에 마케팅 및 경영 기법을 체득해가며 각종 

조직의 마케팅 및 경영업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일반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광고기획사 및 

일반기업 광고관련 부서의 광고 및 기획전문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영업 및 판매관리자,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총무사무원, 회계경리사무원

자격증 취득
구글애널리틱스, SNS마케팅지도사, ERP정보관리사, 

경영빅데이터전문가, 프리젠테이션전문가, 전산회계, 

컴퓨터활용능력, ITQ, MOS, FAT, SMAT,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등

미디어마케팅경영과 Ⅰ 사회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88

학과소개
세법 및 회계학의 전반적인 지식과 실무 중심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무회계 관리능력을 향상

시키고, 현대지식정보화 사회의 IT기술을 활용한 경영정보 

관리 및 정보 활용능력을 교육 한다.

취업분야
세무사, 세무공무원, 회계법인, 세무법인,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 등

자격증 취득
세무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FAT, TAT 등

세무회계과 Ⅰ 사회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16

학과소개
인생 100세 시대,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이 사라진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생존 전략이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학과는 다양한 평생학습현장의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과정으로 기획자, 상담가, 컨설턴트, 

교수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와 

직업상담사 등을 양성합니다. 또한 적성별 평생교육 취업처 

연계 및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교육학 학사학위, 대학원 진학 

등 실무중심 학사관리와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합니다. 

취업분야
[평생교육 전담기구]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행정기구]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

대학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기관, 

문화센터, 원격평생교육기관, 기업교육 시설 등

[직업상담시설]

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대학 취업지원센터, 헤드헌터, 취업은행,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취업 컨설턴트 등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증]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민간자격증]

평생학습퍼실리테이터, 문해교육사, 장애인평생교육지도자, 

디지털교육지도자, 생애설계지도사, 환경교육지도자, 

컨설턴트

평생학습학과 Ⅰ 사회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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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리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

제과제빵전공

학과소개
호텔조리전공 / 식품영양전공 / 제과제빵전공 조리부터 제과

제빵, 영양전공까지! 기본기 뿐만 아닌 심화 실무이론과 현장

중심교육의 역량기반교육과정을 통해 호텔, 전문레스토랑, 

외식업체, 병원, 급식업체를 넘어 해외취업까지 가능한 전문 

조리인재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호텔조리]

호텔셰프, 대기업 급식업체, 요리학원강사, 

대기업 메뉴개발팀 등

[제과제빵]

호텔파티시에, 제빵학원 강사, 

베이커리 컨설턴트대기업 디저트 개발팀 등

[식품영양]

학교영양사(공무원)병원임상영양사건강기능식품 연구원 등

자격증 취득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일식, 복어),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호텔조리계열(3년제) Ⅰ 호텔관광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58

학과소개
21세기 항공산업 분야에 필요한 올바른 인성과 강한 책임감

을 갖춘 항공서비스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본 학과는 3년제 학과로 서비스역량, 외국어역량, 정보화역

량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3+1 전공심화 과정

을 통해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

는 전문 항공인을 양성한다.

취업분야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공항 지상직, 공항라운지, 

국내외 대기업 사무직 및 비서 등

자격증 취득
IATA 자격증, SMAT(국가공인서비스경영)자격증,

국가공인 CS Leaders 관리사 자격증, 

항공서비스매니저 자격증, CRS항공예약발권 자격증, 

ITQ 자격증, CS 강사 자격증, CS 컨설턴트 자격증, 

비서자격증 등

항공서비스과(3년제) Ⅰ 호텔관광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57

학과소개
빠르게 성장하는 호텔 등 관광산업 일선에서 글로벌한 서비

스 감각을 지닌 우수한 현장실무 능력 인재 양성을 학과 교

육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실습실을 완비함과 동시에 전공과목별로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여 특급호텔, 리조트 등에서 고품격 대고객 서비스 역

량을 발휘할 인재를 양성한다.

취업분야
[호텔분야] 

특급호텔 F&B, 프론트 오피스, 컨시어지, 객실, 마케팅,  

여행사, 골프장, 리조트, 관광기업 등

자격증 취득
호텔서비스사 / 호텔지배인(1급,2급,총지배인) / 

관광통역안내원 / 조주사(바텐더) / 서비스평가사 /

소믈리에(와인전문가) / 바리스타 등

호텔관광경영과 Ⅰ 호텔관광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27

학과소개
산업체 수요기반의 실습실을 구비하여 커피, 수제맥주, 와인, 

칵테일, 전통주, 물 등을 다루는 최고의 음료전문가를 양성하며, 

능동적 혁신사고를 바탕으로 맞춤형 고객서비스 능력 함양 

및 졸업과 동시에 자발적인 실전창업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

하는 실무중심의 음료/서비스/창업 전문 학과입니다.

취업분야
[ 외식분야 ]

카페, 레스토랑, 컨설팅기업, 메뉴개발기획부서, 

메뉴코디네이터, 연구원 등

[ 호텔, 리조트분야 ]

특급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의 식음료부서

[ 창업 ]

카페창업, 레스토랑창업, 학원창업 등

자격증 취득
바리스타2급,1급 / 핸드드립마스터 / 로스터 / 커퍼 / 수제맥

주관리사, 브루마스터 / 소믈리에 / 조주기능사(국가자격) / 

우리술조주사 / 물관리사 / 미스터리쇼퍼 / 창업컨설턴트 등

카페바리스타과 Ⅰ 호텔관광서비스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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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급만성질환이나 부상으로 저하된 신체상태를 정상 또는 정상

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증진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처방되는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실무교육으로 건강재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선수재활트레이너, 운동재활트레이너, 재활운동전문가, 건강

운동관리사, 트레이너, 필라테스센터, 스포츠센터, 재활전문병

의원, 한의원, 보건소, 성장클리닉, 요양 병의원, 통증병원, 

각종 스포츠팀, 장애인스포츠팀 등

자격증 취득
건강운동관리사, 선수재활트레이너, 운동재활마사지, 운동

재활테이핑, 필라테스지도사, (생활, 전문,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등

건강재활과(3년제) Ⅰ 휴먼케어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67

학과소개
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진압 등에 관한 이론 및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삼성 등 대기업, 소방설비시공 및 감리

업체, 소방·방재·위험물 및 재난관리 관련 업체, 산업안전관

리업체, 소방청 등 소방안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소방

공무원 및 소방안전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소방공무원, 소방시설 시공업체, 소방설계 및 감리업체, 

소방관리업체, 소방시설안전관리원, 국영기업 및 대기업의 

소방안전팀, 소방공학기술자, 화재감식전문가, 연구실안전

전문가, 기업재난관리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증 취득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관리과 Ⅰ 휴먼케어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76

학과소개
1989년 사회체육과로 시작하여 2019년 스포츠지도과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변천한 전통 있는 스포츠(체육)과입니다. 

졸업한 선배들은 전국 각 지역 스포츠·레저 산업 분야에 취업

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지도자”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AI(artificial intelligence)시대에 건강 및 

높은 삶의 질 영위를 위하여 지속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이에 오산대학교 스포츠지도과는 2년 내에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장 중심형 수업과 정통스포츠 및 

트랜드스포츠의 커리큘럼 및 AI시대에 맞는 분석 지도방법으로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지도자로서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오산대학교 스포츠지도과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대학 중 최고입니다.

취업분야
[수도권 내 대형 휘트니스 취업] ※ 스포츠지도과와 협약된 

대형 휘트니스 센터에서 실습 후 취업 보장(대형 휘트니스센터 

3개기관 협약 중). 스포츠지도자(헬스, 수영, 요가, 필라테스, 

스피닝 등), CS(custom service), FC(FitnessCounselor) 

※ 대형 휘트니스란 지점이 10개 이상인휘트니스 센터

[레저스포츠 분야 취업] ※ 스포츠지도과와 협약된 레저스포츠 

기관에서 실습 후 취업 보장. 

생활스포츠 : 주말체육지도자, 태권도사업

학교체육 : 방과 후 스포츠강사 / 학교 운동부 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기획 및 운영자 스포츠산업 분야 취업

경호 및 보안 분야 : 경호원 / 보안요원

체육시설안전관리 :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자격증 취득
[국가공인자격증]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체육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태권도 등 공인 단증,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별 지도자/심판 자격증, 

유아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스포츠심리상담사2·3급, 

수상안전요원(Life Guard), 휘트니스 및 퍼스널 트레이너자격증

(NSCA, NASM, KASEP, FISAF 등), 뉴스포츠 지도자, 2·3급 필라

테스지도자, 실버휘트니스, 실버요가, 핫요가지도자, 음악줄넘기 등

스포츠지도과 Ⅰ 휴먼케어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68

학과소개
반려동물 훈련,미용분야 및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속

하게 증가하고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그 인식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 및 해당 취, 창업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의 수요에 맞춰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반려동물문화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분야
반려동물훈련학교, 반려견유치원, 출장행동교정, 반려견미용샵, 

반려동물동반레져시설, 동물사료회사, 동물보호시설, 브리더, 

반려동물용품관련회사, 펫멀티샵, 해당특수직공무원, 반려동물

장례관련회사, 양서파충류샵, 반려동물산업관련 창업 등

자격증 취득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공인예정), 반려견펫스타일리스트

(민간국가공인자격),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행동상담사, 

펫시터, 양서파충류관리사, 펫푸드스타일리스트, 브리더, 

핸들러 등

반려동물관리과 Ⅰ 휴먼케어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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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화장품전공 / 메이크업네일전공 /

뷰티크리에이터전공

학과소개
전문성과 미용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세분화된 헤어, 피부·

화장품, 메이크업·네일 전공별 교과과정운영으로 현장 직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현장 중심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분야
[피부화장품전공] 아모레퍼시픽 마케터, 화장품 컨설턴트 

및 매니저, 현장교육강사,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피부전문 

교육강사, 미용관련 학원강사, 피부미용관리사, 발관리사 아

로마테라피스트, 두피관리사, 비만관리사, 피부관리실 경영, 

화장품 품질관리자, 화장품제조판매 관리자 등

[메이크업네일전공] 메이크업아티스트 (TV·영화분장사,웨

딩샵,연예기획사) / 네일아티스트 / 뷰티 컨설턴트 / 교육강

사 / 분장사 / 방송연예 코디네이터 / 패션 매거진코디네이

터 / 메이크업 스튜디오 / 미용관련전문지 발행회사 / 헤나

아티스트 / 컬러리스트 / 화장품 브랜드 회사 등

[뷰티크리에이터전공] 뷰티크리에이터, 뷰티디렉터, 뷰티

어드바이저, 유튜버 창업, SNS미디어 창업, 프리랜서(방송국, 

영화사, 공고뮤직비디오, 연예기획사, 연예프로덕션), 화장

품회사 크리에이터, 화장품회사온라인 MD, 상품기획BM, 

화장품 품질관리, 화장품 교육강사, 온라인마케팅커뮤니

케이션 전문가, 소셜마케팅 전문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방과 후 뷰티교육지도자, 뷰티아카데미강사 등

자격증 취득
미용사 종합면허증, 미용사(일반, 헤어)국가자격증, 미용사

(메이크업)국가자격증,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미용사(피

부)국가자격증, 이용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 미용사

종합면허증,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국가자격증, 이용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뷰티스타일리스트, 병원코디네이터, 퍼스널컬러리스트, 

뷰티컨설턴트, 이미지컨설턴트, SNS마케팅전문가, 컬러

리스트기사, 방송스타일링마스터 등

뷰티코스메틱계열 Ⅰ K-뷰티예술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68

학과소개
세계 10대 헤어브랜드인 준오헤어의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및 현장 

밀착형 연계 수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헤어

미용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분야
100% 준오헤어 취업보장, 헤어살롱, 바버샵, 두피모발전문센터, 

헤어전문화장품회사, 뷰티아카데미, 두피관리센터 창업, 바버샵 

창업, 4년제 관련학과 편입 및 해외유학 등

자격증 취득
국가미용사 종합면허증, 준오헤어 1&2레벨 디플로마, 미용사

(일반 헤어)국가자격증, 이용사국가자격증, 컬러리스트산업

기사, 트리콜로지스트, 가발스타일리스트, 샴푸스페셜리스트 등

준오헤어시그니처과 Ⅰ K-뷰티예술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67

학과소개
패션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위주의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토대로 패션 업체와 콜라보레이션, 진로 멘토링, 현장

실습, 창업동아리, 미래 대응 융복합 교과목을 통해 혁신적 

사고와 패션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 

브랜드 매니저, 패션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 브랜드 매니저,

패션 온라인쇼핑몰 창업, 패션 온라인쇼핑몰 MD,

패션디자이너, 패션 MD, 패션 온라인 마케터,

패션에디터, 패션 홍보, VMD 등

자격증 취득
패션스타일리스트, 샵마스터, GTQ(그래픽기술자격),

유통관리사 등

패션스타일리스트과 Ⅰ K-뷰티예술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48

학과소개
최근 반려동물 인구 수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동물의료체계가 갖추어져감에 따라, 동물의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이 확대됨. 동물보건

과에서는 수의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라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제 1목표로 하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미용, 훈련 등 민간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목표는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복지를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행복

한 공존을 이뤄내는 인재양성이다.

취업분야
동물병원 (1차, 2차, 3차) 동물보건사, 동물원, 수족관, 

야생동물구조센터, 유기견보호센터, 반려동물산업분야, 

바이오연구소, 반려견유치원/호텔, 반려동물 문화시설

자격증 취득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동물보건과 Ⅰ 휴먼케어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13

www.o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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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국내 미래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

는 공연, 축제, 방송영상, 이벤트 등 문화콘텐츠를 기획, 연

출, 제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융

합형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취업분야
공연(콘서트)기획 및 제작사 / 축제기획사 / 이벤트프로모션

대행사 / 연예매니지먼트 / 음향 및 조명연출 / 방송영상프로

덕션 / 테마파크 / 전시박람회 / 지역 문화재단 및 축제재단, 

관광재단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자격증 취득
[국가자격] 무대예술전문인자격(음향/조명) /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 SMAT서비스경영자격 / 

문서실무사 / GTQ그래픽기술자격(포토샵/일러스트) / 

ITQ정보기술자격(파워포인트/엑셀/한글

[민간자격] 이벤트연출사 / 디지털영상편집(프리미어) / 

행사기획자 / 축제기획자 / 레크리에이션지도자

공연축제콘텐츠과 Ⅰ 문화예술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48

학과소개
현 시대 문화예술산업에서 요구하는 아티스트 개발을 목표로 

융복합적 발상 및 실행력을 겸비한 '하이 퍼포머 & 컨버전스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보컬, K-POP, 댄스,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기획

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전문 역량을 

교육한다.

취업분야
[전문연주자] 보컬/건반/기타/베이스/드럼/DJ 등의 전문연주자

[작편곡] 대중음악 작편곡, 영화/드라마/영상음악/뮤지컬 

작편곡, 싱어송라이터

[뮤직엔지니어] 방송국 엔지니어, 공연장 음향감독, 프리랜서

[기타] 음악공연기획자, 기획사 매니지먼트, 음악평론가, 

음악교사, 음악치료사

[방송분야] 방송댄서, 무용가, 뮤지컬배우

[교육분야] 기획사 댄스트레이너, 안무가, 무용평론가, 

댄스 연출가, 댄스강사

[콘텐츠분야] 콘텐츠촬영, 영상편집, 영상 연출가, 

콘텐츠 기획자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교육사,실용음악강사자격증,보컬음악지도사 자격증, 

음악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음악치료사, 방송댄스지도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피아노실기지도사, 피아노조율

기능사, 무대음향전문인 자격증, 음향 전문사 자격증, 무대예술

자격증, 디지털영상편집 자격증, 그래픽운영기능사

보컬·K-POP콘텐츠과(3년제) Ⅰ 문화예술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718

학과소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최고의 산업 군으로 성장하는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이해하고 e스포츠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무와 전문지식을 같춘 e스포츠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하는(Playing) 즐거움과 보는(Watching) 

즐거움을 혼합한 e스포츠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내고, 해외

시장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e스포츠 산업분야의 실무를 

겸비한 전문 역량을 교육한다.

취업분야
[경기인재] 게임선수, 코칭, 감독, 게임전략분석가

[지원인재] 행사기획 및 진행자, 방송MC, 대회 해설가, 

방송채널 운영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보기획자

[사무인재]게임사 직원, 대회정보 수집자, 1인 창업자

자격증 취득
e스포츠 프로게이머, IT관련 자격증, SMAT, 

e스포츠생활지도사, e스포츠전문지도사, 

e스포츠심판 1급 2급 3급 등

e스포츠과 Ⅰ 문화예술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648

드론부사관전공 / 전투부사관전공

학과소개
군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투중심 간부 양성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 및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갖춘 스마트한 기술 부사관을 양성합니다.

드론부사관전공/전투부사관전공으로 구분하여 첨단 무기체계 

운용과 군 실무 전투역량을 겸비한 군 간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분야
직업군인(드론부사관, 특전사, UDT 등 

육/해/공군 부사관 및 장교), 군무원, 

드론 운용분야 기관 및 경호/보안 분야 기업체 등

자격증 취득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지도조종자(멀티콥터), 

인명구조요원, 위험물기능사, 국가공인무도단증, 

드론정비지도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ITQ/MOS 등

군사계열 Ⅰ 군사학부 입학상담 - 학과사무실 031-37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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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수시1차 수시2차

일반전형 특별전형 특성화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특성화고

학과 최저 평균 경쟁률
예비
순위

최저 평균 경쟁률
예비
순위

최저 평균 경쟁률
예비
순위

최저 평균 경쟁률
예비
순위

자동차과 8.23 6.22 4.66 219 7.74 4.86 3.69 40 8.48 6.73 4 61 6.04 5.57 3.6 8

기계과 8.16 5.98 2.93 84 6.58 4.06 2.83 20 7.83 6.64 3.27 22 6.29 6.29 6.33 9

산업안전보건과 7.2 6.04 1.65 5 3.84 3.84 1 5.82 5.82 2.43 10 7.88 7.88 2 2

전기과 8.08 5.93 4.85 148 6.11 4.68 4.79 41 7 5.43 4.38 29 5.7 4.57 5.4 5

전자과 7.88 6.21 1.77 20 5.5 4.32 1.05 1 7.46 5.83 3 16 3.5 3.5 1.71 5

컴퓨터소프트웨어과 7.36 5.63 6.9 114 6.75 5.12 6.43 33 7.72 6.73 7 39 5.32 5.14 8 5

게임콘텐츠과 8.3 6.67 6.79 108 7.03 4.92 5 27 8.31 5.63 8.17 42 5.55 4.83 7.5 8

사이버보안과 7.08 4.84 2.68 12 6.14 4.79 2.14 5 7.18 5.86 4.83 18 6.88 6.88 4 6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계열 7.44 5.61 5.55 288 6.7 4.56 6.94 98 7.2 4.45 8.59 36 4.65 4.3 14.75 8

공연축제콘텐츠과 8 6.19 3.9 55 6.96 6.95 2 6 6.79 5.9 3 12 5.4 5.4 2 2

경찰행정학과 7.77 5.28 7 229 5.35 4.44 9 24 6.56 5.44 6.41 97 4.38 3.75 5.5 6

유아교육과 7.08 5.55 10.74 368 5.26 5.13 20.67 49 6.71 5 7.05 102 6.66 6.66 10.5 18

사회복지상담과 7.92 6.12 6.18 188 7.67 5.1 3.71 38 7.86 6.34 6.92 72 7.7 5.53 3.8 13

미디어마케팅경영과 7.55 6.34 5.18 84 7.19 5.5 7.8 33 8.42 6.51 5.86 32 7.05 7.05 4.5 7

세무회계과 7.57 6.13 3.8 53 2.71 2.66 5.29 30 6.82 5.35 4.71 23 5.28 5.28 5.5 5

평생학습학과 7.32 6.67 1.05 1 4.67 4.67 0.57 7.57 7.57 2.33 8 6.88 6.88 0.5

호텔조리계열 7.35 5.83 9.61 429 7.81 5.07 4.58 121 5.46 4.25 20 60 5.66 5.12 10.25 21

항공서비스과 8.28 5.11 6.92 206 9 5.62 1.65 3

글로벌호텔관광과 7.5 5.62 3.77 115 6.61 5.43 2.67 17 7.72 5.6 9.5 45 6.73 6.73 4 3

건강재활과 8.15 5.38 7.67 201 7.67 5.04 3.57 36 7.78 5.5 11.69 35 6.9 4.2 6.25 20

소방안전관리과 8.04 6.05 4.19 183 7.85 4.64 2.25 25 7.56 5.73 5 74 7 5.86 2.4 5

스포츠지도과 8.11 6.35 5.85 192 6.69 5.85 2.79 17 8.5 6.7 6.71 78 5.69 4.86 3.25 7

반려동물관리과 6.64 5.38 8.51 200 6.97 4.81 4.57 44 6.27 5.31 9.21 59 6.35 5.5 7.5 21

피부화장품전공 8.53 5.52 4.38 155 7.07 6.32 4.56 29 8.65 7.12 5.78 40 4.38 4.38 19 7

헤어전공 7.52 5.48 12.88 243 6.36 4.75 12.6 26 7.6 6.52 19.2 29 2.74 2.74 26 2

메이크업네일전공 8.04 5.83 10.96 201 6.08 4.84 13 47 5.5 4.28 22 19 2.93 2.93 31 8

패션스타일리스트과 7.79 6.06 6.71 129 5.86 5.42 3.44 15 7 5.98 15 30 7.92 7.92 14 13

드론융합부사관과 8 6.19 3.27 89 5.33 4.49 1.64 9 6.22 5.52 3.45 7 3.21 3.21 2.67 5

전투기술부사관과 8.71 5.55 7.55 131 4.62 4.62 2 6 6.82 5.99 4 10 6.36 6.36 4 6

실용댄스과 6.42 5.77 1 7.48 6.26 1.44

실용음악과 5.89 4.6 1 8.88 7.21 1

e스포츠과 8.46 6.23 4 23 7.85 6.73 4.38 3

전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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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대역 승강장(주간:08:30 ~ 18:00) ▶ 오산대학교 : 15분 간격
오산대역 승강장(야간:18:00 ~ 20:30) ▶ 오산대학교 : 30분 간격

동탄

망포역버스정류장(3번출구 아래 버팀병원앞)(07:50) ▶ 망포중학교정류장(07:55) ▶ 은행사거리버스정류장
(08:10) ▶ 예당마을롯데케슬APT155동버스정류장(08:20) ▶ 예당고등학교건너편버스정류장(08:25) ▶ 다은마
을삼거리(반도유보라APT331동)공항버스정류장(08:30) ▶ 새강휴먼시아APT525동버스정류장(08:35) ▶ 더샾포
스코APT116동버스정류장(08:40) ▶ 학교

08:05 한화·린스트라우스 버스정류장 ▶ 08:07 동탄역Srt포스코 더샾 롯데케슬버스정류장 ▶ 08:12 센트
럴 상록Apt.633동 버스정류장 ▶ 08:18 대성 메디컬프라자빌딩(롯데하이마트) 버스정류장 ▶ 08:22 시범 반
도유보라 아이파크1차Apt.1031동 버스정류장(모아미래도Apt.1103동 건너편) ▶ 08:24 동탄2 센트럴푸르
지오Apt.1328동 버스정류장 ▶ 08:30 힐스테이 동탄Apt.2026앞 버스정류장 ▶ 08:34 동탄2 서희스타힐스
Apt.2424동 버스정류장 ▶ 08:36 우미린 2차, 호수부영 3차 버스정류장 ▶ 08:38 계룡리슈빌, 금호어울림 버
스정류장 ▶ 08:40 풍림 아이원Apt.2913동(자이파밀리에 3209 맞은편)버스정류장 ▶ 학교

평택
덕동사거리정류장(07:50) ▶ 뉴코아아울렛 기업은행앞(07:55) ▶ 동아목련APT버스정류장(08:00) ▶ 
통복시장입구정류장(08:10) ▶ 평택 상공회의소정류장(08:12) ▶ 송탄출장소 버스정류장(08:30) ▶ 학교

수원
칠보중학교 버스정류장(07:40) ▶ 호반써밋APT삼거리 상가앞(07:45) ▶ 탑동초등학교 버스정류장(07:55) ▶ 
수원역 시티투어 버스정류장(08:10) ▶ 병점홈플러스앞 버스정류장(08:40) ▶ 학교

안산 상록수역(2번 출구 편의점 맞은편 도로변)앞 승차지점(08:20) ▶ 학교

인천 부평 북부역 중앙횡단보도 건너 공원쪽 횡단보도 앞(7:20) ▶ 학교

성남

모란역 8번 출구 앞(07:55) ▶ 야탑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외환은행(08:00) ▶ 이매역 9-8번출구 사이 진흥A 
808동 버스정류장 앞 (08:05) ▶ 서현이매사거리 한신A 207동 앞(이메촌한신 · AK프라자) 버스정류장(08:10) 
▶ 학교

정자역 횡단보도 앞(07:55) ▶ 죽전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앞 고가도로 밑 사거리(08:00) ▶ 학교

용인 공용버스터미널(맞은편)계양전동공구 앞(07:20) ▶ 역북초등학교(농협앞)버스정류장(07:24) ▶ 진우아파트버
스정류장(07:30) ▶ 현대출고장(고인돌)버스정류장(07:37) ▶ 수원 컨트리클럽(기흥역 맞은편)버스정류장(07:40) 
▶ 용인 운전변허시험장20M지나현대주유소앞(07:46) ▶ 민속촌입구 버스정류장(07:55) ▶ 학교

서울

사당역 2호선 1번 출구 공용주차장 안(07:50) ▶ 학교

동서울터미널(강변역 1번출구)테크노마트 앞 택시승강장 우측 광진문화원 앞 (07:45) ▶ 학교

잠실 2호선 3번출구(성남가락시장 방면) 직진 200M 석천호수(서호) 공항버스 정류장 맞은편(07:55) ▶ 가락시장역 
7번 출구 앞(08:05) ▶ 학교

1호선 서울역 ▶ 안양역 ▶ 수원역 ▶      ➊오산대역     ◀ 평택역 ◀ 천안

우)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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