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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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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가산점 구분 항목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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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