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http://admission.sogang.ac.kr

입학팀 

Tel. 02)705-8621 Fax. 02)705-8620

입학사정관실 

Tel. 02)705-7908

2
0
1
5
학

년
도

 수
시

모
집

요
강

S
O

G
A

N
G

 U
N

IV
E

R
S

ITY

서강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SOGANG 
UNIVERSITY
SOGANG 
PRIDE 

Intellectual DNA +  
Professionalism +  Convergence +  

SOGANG Pride =

> 1 10  
The one surpasses many



1

1>10
그 어느 대학에서도 접할 수 없는 명품 교육, 

전 세계 예수회 대학들과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

학문과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가슴 안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자부심이 더해져 1% 리더가 탄생합니다.

서강대학교와 함께라면 누구나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습니다.

1%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Contents

 “제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p. 02

서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계열, 전공, 인원, 성적 등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제한하는 것은 오직 제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First & Only Hybrid Academy’, 서강대학교입니다.

 “가장 지적인 DNA를 부여합니다” p. 10

조지타운대학과 보스턴 컬리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탄생시킨 예수회에 의해 설립된 

서강대학교는 학문에 대한 엄격한 예의와 자유로운 학풍의 조화로 

미국식 소수정예 학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아래 서강인들은 

탁월한 ‘실력’과 ‘지성’이라는 특별한 DNA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학생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p. 12

그러나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강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국에서 사랑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요. 

- 김영수(입학처장, 사회학과 교수)

 “늘 그랬듯이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p. 14

좋은 대학교라고 떠들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대학교라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고의 지적 역량을 만들어내는 서강의 교육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우월성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함께 

성장하는 서강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강의 어깨에 오르면 더 큰 세계가 가까워집니다” p. 16

근대 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보아왔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과학자들의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거인’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우수한 교수진의 지혜가 집약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 서강대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You>10 ‘서강인’, 그대의 자부심이 될 이름입니다” p. 26

2015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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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Academy

Chapter 01

600 Self-Directing CoNvErGENCE CArEEr

다양한 학문 탐구

8개 학부, 600개 이상의 전공 가능

계열, 인원, 성적과 무관한 

자유로운 전공 선택 

스스로 설계하는 꿈과 미래

학생 누구나 주도적으로 학습

자신의 적성에 꼭 맞는 전공 발굴

저절로 커지는 융합적 사고력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듣는 강의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로 발돋움

적성에 꼭 맞는 진로 선택

나도 몰랐던 나의 적성 파악

적성을 살려 취업 성공

자연과학부공학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콘텐츠 전문가

지역문화에 해박한 

외교 전문가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엔지니어

수리적 사고력이 탄탄한

금융 전문가

국제인문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 

지식융합학부 

다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영미어문, 미국문화, 

독일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국제한국학,  아트 & 테크놀로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서강대학교의 다전공제도는 학생들이 계열, 모집단위, 인원,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전공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전공을 이수할 수 있어 마음껏 학업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한 없는 가능성의 세계, 

제한 없는 다전공제도

1+1= ∞
•전공, 학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

•성적, 인원 제한 없이 누리는 융합 학문

 “제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수많은 대학이 융합학문을 ‘말’하지만 융합학문을 ‘실현’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960년 개교한 이래 학문의 경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전공을 독려하는 학풍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강인들은 8개 학부에서 600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한 

다전공을 이수하며 진정한 융합인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강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계열, 전공, 인원, 성적 등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제한하는 것은 오직 제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의 ‘First & Only Hybrid Academy’, 서강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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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을 발판삼아 

대한민국 리더로 우뚝 선 동문들

경제, 경영 분야 인사

김광두  경제/경영 66,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이덕훈  수학/물리 67, 수출입은행장

최홍성  경영/경제 67, 신세계 인터네셔널 대표

이장규  경제/무역 69, 삼정KPMG 부회장

장종현  무역/경제 69, Booz & Co. Korea 대표이사

홍기택  경제/경영 71,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영문/경영 72,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용덕  무역/경제 73, 전 외환은행 부행장

김영기  경제/무역 73, LG전자 부사장

임창섭  경영/무역 73, 하나대투증권 대표

민유성  경영/무역 74, 전 한국산업은행장, 현 나무코프 회장

김호연  무역/경제 74, 전 빙그레 회장, 현 김구재단 이사장

이건영  경제/무역 74, 빙그레 대표이사

조화준  신방/철학 75, KT캐피탈, 

 KT 그룹 출범 이후 최초의 여성 CEO

김윤태  경영/경제 75, 산업은행 부행장

김영태  경영/무역 75, (주)SK 사장

정진행  무역/경영 75, 현대자동차 사장

박지우  정외/경제 75, KB국민카드 부사장

김병헌  경영/무역 76, LIG손해보험 영업총괄사장

이광구  경영/무역 76, 우리은행 부행장

김춘호  화공/화학 76,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

오규식  무역/경제 76, LG패션 사장

이상웅  경영/무역 77, 세방그룹 회장

황영섭  경영/경제 77, 신한캐피탈 대표

한병희  경영/경제 77,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류승우  경영/회계 78,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휘성  회계/경영 78, 전 한국IBM 대표이사, 

 현 IBM 미국본사 성장시장전략담당 부사장

이강행  경제/철학 79, 한국투자증권부사장

송경섭  경영/영문 81, BNP Paribas증권 기업금융부 대표

이대현  경영/경제 81, 산업은행 부행장

이석근  경영/경제 82, Roland Berger 한국법인 대표

이주연  영문/사회 82, 피죤 부회장

배선경  영문/신방 82, 워커힐 운영총괄사장

정은영  경영/경제 83, 한국HSBC 대표

이성희  경제/정외 85, JP Morgan 서울지점장

이재원  경영/경제 85, 전 맥쿼리증권 부대표, 

 현 대우증권 어드바이저리 본부장

조규상  경영/경제 86,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

김정연  경영/독문 91, IMF 이코노미스트

조의경  영문/경영 01, GE 본사 상무

정치 분야 인사

박근혜  전자/물리 70, 18대 대통령

서병수  경제/경영 71, 국회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문성근  무역/사학 72, 배우, 정당인

김태영  독문/철학 73, 전 국방부장관

IT 분야 인사

김윤종  전자/물리 69, 전 알카텔벤처스사 대표, 

 현 꿈희망미래 재단 이사장

김광현  전자/물리 74, 삼성전자 부사장

김덕용  전자/물리 76, KWM 대표이사

박동건  전자/물리 77,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차화엽  화공/화학 77, SK화학사업 대표이사

윤덕권  전자/수학 78, 한국애질런트 대표이사

이희성  전자/컴공 81, 인텔코리아 대표

이성민  전자/수학 82, 엠텍비젼 대표

이수정  컴공/수학 82, E4NET 대표

최휘영  영문/정외 83,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이사

김경수  전자/수학 85, 넥스트칩 대표이사

황성현  경영/경제 86, Google 본사 상무

이우현  화공/화학 87, OCI 부사장

권혁빈  전자/컴공 92,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

장유진  수학/컴공 02, lucasfilm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광고, 언론, 문화 분야 인사

송창의  신방/사학 70, CJ E&M 센터장

김낙회  신방/철학 70, 전 제일기획 사장

양희은  사학/국문 71, 가수

최현무  국문/철학 72, 교수, 소설가

이원복  사학/교육학 72, 경기도박물관장

강철중  신방/국문 77, TBWA코리아 사장

성한용  정외/경제 77, 한겨레 편집국장

문재철  신방/사학 77, 스카이라이프 사장

안호상  정외/사회 79,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김학원  국문/철학 81, 휴머니스트출판그룹 대표

박찬욱  철학/신방 82, 영화감독

조정진  국문/교육 82, 세계일보 문화부장

이정향  불문/신방 83, 영화감독

유정훈  경영/신방 83, 쇼박스 대표

박에스더 정외/사회 89, KBS 기자

최동훈  국문/신방 90, 영화감독

전계수  철학/정외 90, 영화감독

남궁훈  경영/영문 91, 전 위메이드 대표, 

 현 게임인재단 이사장

김영조  국문/철학 92, KBS PD

정지주  국문/신방 94, KBS 기자

손정은  정외/신방 01, 아나운서

이휘성 회계/경영 78, 

IBM 미국본사 성장시장전략담당 부사장

박근혜 전자/물리 70

18대 대통령

이덕훈 수학/물리 67

수출입은행장

김낙회 신방/철학 70

전 제일기획 사장

박찬욱 철학/신방 82

영화감독

국내 최고의 
Creative agency 에서 

꿈을 펼치다

부푼 가슴을 안고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뎠지

만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방송학 

전공 수업을 들었고 광고에 큰 관심을 두게 

되었죠. 3학년 때부터 신문방송학을 다전공

하면서 광고 분야로 진출해야겠다고 마음먹

었습니다. 그렇게 광고에 빠져 살다 보니 경

영학 학점보다 신문방송학 학점이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면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과 함께 서강 AD라는 광고 동아리를 

만든 것도 대학생활 중 빼놓을 수 없는 추억

이예요. 공모전 수상을 목표로 운영하는 동

아리가 아닌,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광고 동

아리가 되자고 마음먹었었죠. 그래서 졸업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학교를 위한 광고

를 만들었는데, 이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

는 성취감을 안겨주었어요.

다전공제도가 제게 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능성’입니다. 다전공을 하기 전까지만 해

도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그 분야로 진

로를 결정해야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전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가 나아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었지요.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서강에 대한 자부심

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전공

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광고 기획자라는 꿈

을 이룬 지금, 서강은 저의 프라이드가 되었

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런저

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대학을 선택할 땐 무

엇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줄 수 

있는 학교인지 고려하길 바랍니다. 그런 면

에서 서강은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대학이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민

제일기획 Pro(광고 기획자)

경영・신문방송 07 

경영학적 관점을 갖춘 광고 기획자경영
신문

방송
+

Hybrid Academy

다전공 동문 수기

다전공으로 꿈의 날개를 단

젊은 멘토들

젊은 나이임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서강인들이 있습니다. 광고, 교육, 정치, 영화 등 그 분야는 천차만별이지만 

성공 비결은 하나입니다. 움직이는 열정으로 자신만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게 한 다전공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다전공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젊은 멘토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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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적 사고를 겸비한 엔지니어수학
컴퓨터

공학
+

서강의 실력,
세계에서 인정받다

2000년 기계공학과 신입생으로서 서강대 

캠퍼스에 첫발을 내디딘 저는 지난 2011년,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교수

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다전

공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물리학을 다전

공했는데요. 물리학은 공학의 전 분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이므로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

다. 실제로 물리학을 병행해 공부해보니 기

계공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많더군요.  

서강의 엄격한 면학 분위기 또한 오늘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찌나 공부

를 많이 가르치는지 제 경우에는 박사과정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강대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더군요. 이러한 면학 분

위기는 학구열을 북돋아주어 석・박사 기

간 동안 무려 6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쓰

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수 논문상을 5회

나 수상하는 한편 박사과정을 채 마치기도 

전에 국제학회의 편집위원이 됐죠. 그리고 

지난해 여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m를 18초에 달리는 가장 빠

른 로봇을 개발해 세계 로봇 분야의 권위

자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

기에서도 알 수 있듯 서강에서 잘하면 세계 

어디에 가든 잘할 수 있답니다.  

공
경철 서강대학교 기계공학 전공 교수

기계공학・물리 00

2013년 좁은 관문을 뚫고
외교관이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 37명만 선발한 2013년 

외무고시(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험) 합격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최바

른, 박수진입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과 마찬

가지로 수험생 여러분 또한 합격 비결이 가

장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는 공부 

습관도, 시험 준비 방식도 서로 달랐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전공

제도를 활용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영미어문

과 정치외교를, 수진 언니는 미국문화와 정

치외교, 경영을 다전공했어요. 여러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외무고시 준비에 걸림돌이 되

진 않을까 염려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다

전공을 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견문까지 넓힐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 평소 다전공을 하며 꾸준히 공

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1차, 2차, 3차 

시험을 치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묵묵히 최

선을 다할 수 있었죠. 이처럼 다전공제도는 

외무고시 합격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 고

마운 제도입니다. 

지금 저희는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대한

민국과 세계를 잇는 외교관이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도 서강에 

온다면 저희처럼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

을 거예요. 무궁무진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서강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

회의 전당과 다름없으니까요.

장
유진

루카스필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학・컴퓨터공학 02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
세계적인 영화제작사 
최초의 한국 여성 
직원이 되다

‘인디애나존스’, ‘스타워즈’, ‘트랜스포머’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제작

사 루카스필름은 컴퓨터 그래픽 엔지니어

들에게는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제게

도 ‘꼭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지요. 저는 

2010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

요. 입사 당시 루카스필름 최초의 한국 여

성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그래픽 

관련 행사인 시그래프(SIGRAPH)를 통해 

엔지니어로 발탁된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

도 했습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유학

파일 거라고 짐작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단 한 번도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 없는 순수 국내파랍니다. 이런 제가 꿈

의 직장에서 일하게 된 데는 다전공제도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컴퓨터와 직결된다는 말을 많이 들

었지만 학부생일 때는 그 말의 뜻을 이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할수록 수학과 물리학 같은 기초 학

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

학과 컴퓨터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적성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내가 무엇

을 잘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먼

저 파악해 보세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

지고 원하는 길을 찾아 차근차근 걸어나

간다면 여러분의 꿈은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물리학에도 능통한 

기계공학 전공 교수

기계

공학
물리+

박
수진

외무고시 합격자

미국문화・정치외교・경영 07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한 

외교 전문가

미국

문화
경영

정치

외교
+ +

최
바른

외무고시 합격자

영미어문・정치외교 08 

글로벌 시각을 갖춘 

외교관

영미

어문

정치

외교
+

Hot Issue
대중과 소통하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 PD

이홍희(심리・경영 06) 동문은 평균 나이 76세인 할아버지들

의 여행기를 담은 ‘꽃보다 할배’와 다양한 연령대의 여배우들

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꽃보다 누나’를 연달아 히트시킨 주역

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전공제도였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을 공

부하며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고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경영학을 다전공하며 현재 사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한편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이홍희 동문은 다전공제도를 통해 대

중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질을 갖췄기에 국민 

예능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제작하며 국민 PD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이홍희 

CJ E&M tvN PD 

‘꽃보다 누나・할배’ 담당

심리・경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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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인의 

특권, 

연계전공

서강대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학문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1999년 국내 대학 

최초로 개설한 연계전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연계해서 교과 과정을 구성하면 

하나의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연계전공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꼭 맞는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제도이지요. 

그중에서도 2014년에 신설되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연계전공을 소개합니다.

미래 벤처 CEO의 출발점

스타트업 연계전공

스타트업 연계전공이란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화 과정으

로, 벤처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공계, 인문・사회, 경

제・경영 등 3가지 분야의 전공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 멘토들의 지도를 받으며 아이디어나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합

니다. 이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경제, 경영, 공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전공

과목으로 구성된 수업은 물론 실습・실행 과정을 포함해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혁신과 기업가 정신, 창의적 문제 

해결과 신제품 개발 등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 프로젝트로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벤처창업과 투자유치 실습, 산업체 인턴십 등 실무적

인 단계까지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스타트업 연계전공만의 특전

•  최신 실험 장비가 갖춰진 넓은 실습 공간 제공 

•  1팀당 1대의 3D 프린터와 센서, 모터, 테크닉 부품을 조합하여 

    다양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레고 마이드스톰 제공

•  학생 전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업 분야의 멘토와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공

비전공자도 IT 리더를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장

융합소프트웨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은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컴퓨터공

학과와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IT 개론, 기초 C언어, 기

초 JAVA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전공 필수 7과목과 더불어 스마트 앱스 기

획・제작, 서양철학사, 경제학원론 등의 융합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소

프트웨어 분야와 IT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융합소프트웨어 전공만의 특전

•   1년에 2회 펼쳐지는 SCSC(Samsung Convergence S/W Course)에 

 지원 가능함. 졸업장에 연계전공을 기입해주는 한편 삼성전자를 통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삼성전자 공채 지원 시 직군에 관계없이 우대함

한국발전의 노하우를 전파하는 

국가대표를 키운다

한국발전과 국제개발협력전공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한국발전과 국제개

발협력전공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세계인과 공유하

고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개설되

었습니다. 국제정치와 동아시아 국가발전전략 등 

세계 정치, 경제, 문화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발전과 국제개발협력전공의 특장점

•  국제개발협력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 분야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함께 체득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KOICA를 비롯해 

 해외 NGO 단체 등에서 활동 가능

한 사람의 서강인이 세상을 

바꾼다

공공인재전공

글로벌 시대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공인재는 국가 공무원

을 비롯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 창조적 지식인을 말합니다. 공공인재 

전공은 공공인재로서 요구되는 소양 교육과 더불어 

공공 영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공인재의 배움터, 토마스모어관

•  2012년 준공된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학습동

•  지상 7층 규모의 열람실, 그룹 스터디실, 

 정보 검색실 등으로 구성

•   현재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외무고시, 행정 5급 

공채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변리사 시험, 

 언론사 시험을 대비하는 서강인들이 생활

Hybrid Academy

2014년 신설 

연계전공

Mini 
Interview. 
 “학생 개개인의 꿈을 응원하는 

고마운 제도, 

학생설계전공입니다”

저는 학생설계전공제도를 활용해 

경제, 수학, 경영, 법학, 컴퓨터공학이 모두 

접목된 ‘보험계리학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학생설계전공을 활용해 많은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7,500명 중 20명만 선발하는 ‘와삭바삭 글로벌 원정대 1기’에 

선정되는가 하면 서강대가 주최한 ‘학교발전 Idea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NH 농협생명이 개최한 ‘사회공헌 아이디어 대학생 공모전’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전공 과목을 늘려갈수록 

제 꿈이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히 국내 최고의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에서 금융전문가로, 이후 보험계리사로 

확정되었지요. 학생설계전공제도 덕분에 진정한 제 꿈을 찾았답니다.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수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54학점 이상의 

교과 과정을 편성한 후 교무처에 전공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듯 엄정한 심사를 거치므로 학교 차원에서 ‘전공’으로 공인 받게 돼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서강의 동문들은 사회진출 시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실제 학생설계전공 사례

동북아시아문화학(사학・중국문화・일본문화・정치외교)

노사관계학(경제・경영・사회・심리・정치외교・법학)

재무금융학(경영・경제・수학)

공연예술인문학(신문방송・철학・종교・아트 & 테크놀로지)

문화예술경영학(경영학・아트 & 테크놀로지・기초교육・신문방송・ 

철학・사회학)

이원빈 

경제•수학•보험계리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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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EX
Sogang – Sophia Festival of EXchange

국내 최초의 한・일 글로벌 대학 교류전 

젊은 열정이 살아 숨쉬는 축제의 현장, 서강-죠치 한・일 정기전 

vs
Sogang University Sophia University

United Kingdom

Germany

Mongolia

China

USA

Belgium

India

Austria
Korea

Japan

France

Indonesia

Philippines

Mexico

Ecuador

Spain

Italy

Colombia

•  Pontificia Universidade Católica do Rio de Janeiro
•  Universidade do Vale do Rio Dos Sinos
•  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 Cali
•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Ecuador
•  Universidad Rafael Landívar
•  Saint Xavier’s College
•  Sanata Dharma University
•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  Sophia University
•  ITESO Universidad Jesuita de Guadalajara
•  Universidad Iberoamericana Puebla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Deusto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Deusto
•  Saint Louis University
•  Universidad Pontificia Comillas
•  Fu Jen Catholic University

•  Boston College
•  Canisius University
•  Creighton University
•  Fairfield University
•  Fordham University
•  Georgetown University
•  Gonzaga University
•  Loyola Marymount University
•  Loyola University Chicago
•  Loyola University New Orleans
•  Marquette University
•  Saint Louis University
•  Saint Peter’s College
•  Seattle University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  Xavier University
  •  
 •  
 •  

Sogang DNA
Chapter 02

 “가장 지적인 DNA를 부여합니다”

조지타운대학교와 보스턴 컬리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탄생시킨 예수회에 의해 설립된 

서강대학교는 학문에 대한 엄격한 예의와 자유로운 학풍의 조화로 

미국식 소수정예 학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서강인들은 탁월한 ‘실력’과 ‘지성’이라는 특별한 DNA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강은 전 세계 예수회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이며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캠퍼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국제화를 앞세우는 여느 대학과 달리 서강은 뿌리부터 다른 글로벌 DNA로 

독일 뮌휀공과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일본 상지대학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UC버클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등 각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100/200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설립된 200여 개 

예수회 대학과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

2012 ~ 2014
교육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대학으로 선정(2016년까지 인정)

2010 ~ 현재
일본 죠치대와 함께 국내 최초 한・일 글로벌 대학 

교류전 개최

700
2015년까지 재학생의 10%에 해당하는 

700여 명의 교환학생을 외국으로 파견

48.9% 
서강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럽권 외국인 유학생 수

전 세계 명문 예수회 대학과의 긴밀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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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학사관리로 

학생의 본분인 성실함을 키웁니다”

복명수 전자공학 10 

우리 학교에서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맡은 좌석이 한 학기 내내 자신의 자리가 되는 제도이지요. 그 때문

에 매 학기 좋은 좌석을 얻기 위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답

니다. 학기 초 수업 시작 1시간 전부터 강의실을 찾아 길게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 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즐거운 광경

이죠. 서강대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FA제도입니

다. ‘Failure because of Absence’의 약어로 결석으로 인한 F를 뜻

하죠. 2학점 강의는 3번째 결석부터, 3학점 강의는 5번째 결석부터 

FA가 적용돼요. 이처럼 지정좌석제와 FA제도 등으로 엄격한 학사관

리를 하다 보니 서강인이라면 누구나 성실함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

한 성실함은 대학 생활은 물론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 아닐까요?

“글쓰기 교육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기릅니다”

신재천 국어국문, 경영 08 

서강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글쓰기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

하고 교육해왔어요. 특히 1학년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2주마다 한 편

씩 독후감을 쓰는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통찰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 연습을 하게 되지요. 또

한 서강글쓰기센터의 전문가로부터 첨삭을 받음으로써 글쓰기 능력

을 더욱 향상할 수도 있고요. 서강글쓰기센터에서는 독후감뿐만 아

니라 자기소개서, 전공 리포트 등 모든 글쓰기를 첨삭받을 수 있답니

다. 이렇듯 글쓰기 교육과 관련해 구축된 탄탄한 시스템 덕분에 서강

인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각종 공모전, 대외활동,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하

나같이 서강의 글쓰기 교육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답니다. 

“Pop Quiz,

실력주의 서강의 비결이죠”

강지수 신문방송, 경영 12 

2학년 봄학기에 수강한 경제학원론 수업은 쉽지 않은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중간 예고 없이 Pop Quiz를 내시는 거

예요. 어찌나 당황했던지 진땀 꽤나 흘렸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문제 풀이를 해주셔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또 몇 개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실시되는 Pop Quiz에 대비하기 위해 

예습과 복습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요. 

평소 꾸준히 공부해서 얻는 지식은 시험기간에 하는 벼락치기식 공

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서강인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촉매제인 Pop Quiz는 실력주

의 서강의 비결입니다.

“교양영어 수업으로

재미있고 알차게 배워요”

이지선 수학 12

교양영어 수업은 1학기에는 듣기와 말하기를, 2학기에는 읽기와 쓰

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서강대에 갓 입학했을 때만 해도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터라 오직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의가 두려웠습니

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은 즐

거움 그 자체였어요. 원어민 교수님의 지도 아래 토론식 수업에 참여

하며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영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로 말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입이 트

이는 기분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두 번의 에세이 쓰기 과제를 수행하

면서 문법에 맞게 영어 문장을 작성하는 습관까지 들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교양영어 수업은 주입식 교육으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진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E
NGLISHW

RITING

B
OOK REPORT

QUIZ

 “서강대학교는 

학생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강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국에서 사랑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요. 

- 김영수(입학처장, 사회학과 교수)

Tip. 좋은 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서강의 특별한 제도

성실한 자세를 

갖추도록 돕는 

지정좌석제와 FA제도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인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 

글쓰기 교육 

꾸준하면서도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길러주는 

Pop Quiz

모국어처럼 

말문이 트이는 

교양영어 수업

FA

FA
IL

U
RE

 BECAUSE OF ABSEN
C

E

ASSIGNED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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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교육의 우월성

•  전국의 대학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우수 대학을 선정하는 ‘2014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에서 ‘최고대상’ 수상 

•    ‘201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인재 육성 및 교육, 사회공헌, 고객 만족 및 신뢰도 부문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대학(사립) 산업군 1위로 선정 

•    유기풍 총장, 21세기 최고의 예수회 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201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서 인재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

세계에서 인정받는  
서강학파의 눈부신 활약 

•  기계공학과 이정철 교수, 나노채널 공진 질량센서 개발로 세계적인 권위의 PNAS 학술지에 논문 발표 

•  경제학과 김영일 교수와 이정민 교수가 저술한 논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서 인용  

•  커뮤니케이션학부 현대원 교수 연구팀, 콘텐츠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최우수상 수상 

•  신문방송학과 신호창・김수연 교수, 제1회 PR학회 학술상 및 저술상 수상    

•  화학과 신운섭 교수(산학협력단 부단장), 미래융합 의료기기 개발사업 선정    

•  생명과학과 이정국 교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 선정    

•  김현정 교수 연구팀,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Nature Materials>에 논문 게재   

•  신문방송학과 윤각 교수, 한국광고학회 제18대 회장 취임 

•  문준혁 교수 연구팀, 미국 화학회에서 발간하는 <Langmuir> 온라인판에 연구 결과 게재

•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 개소해 향후 4년간 공동 연구 수행

•  경제학부, RePEc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의 상위 25% 경제기관 및 학자’에서 3위 선정

실력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서강인들

•  가치투자동아리 SRS, CFA Institute Research Challenge(IRC) 한국 대회 우승   

•  금융동아리 SG Fenero, ‘제3회 연합인포맥스 리서치 리포트 경진대회’ 은상 수상   

•  서강AD 소속 고혜령, 이우경, 김채현 학생,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서울’ 우승   

•   컴퓨터공학과 오병화 학생 외, 컴퓨터공학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제40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을 주축으로 구성된 교내팀, ‘제1회 대한민국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  학생설계전공 보험계리학과 이원빈 학생, ‘제1회 사회공헌 아이디어 대학생 공모전’ 장려상 수상 

•   박종범(경영 06), 박원지(정치외교・경영・공공인재전공 09), 권수혜(프랑스문화・경영 08), 

  박다미(경영 10) 학생, ‘제33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대상 수상

•   커뮤니케이션학부 최원석 학생, ‘제34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

•  임평섭・이재호 학생, 국내 전문 학술지 <국방정책연구>에 논문 게재    

•   전자공학과 공우규, 이우열, 김규철 학생, 국제광전자공학회에서 주최하는 ‘SPIE Medical Imaging 2014’에서 

포스터를 발표해 ‘Ultrasonic Imaging, Tomography, and Therapy’ 분야 최우수논문상 수상

•   경제동아리 금융계량연구회,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0회 테샛 동아리대항전’에서 대상 수상

15

Now on 
Sogang

Chapter 03

 “늘 그랬듯이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좋은 대학교라고 떠들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대학교라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고의 지적 역량을 만들어내는 서강의 교육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우월성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함께 성장하는 서강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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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의 어깨에 

오르면 더 큰 세계가 

가까워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보아왔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과학자들의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거인’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1960년 개교한 이래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서강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수진의 지혜가 집약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서강인들이 어느 누구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서강의 어깨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전공 소개

18 국제인문학부

19 사회과학부

20 커뮤니케이션학부

21 경제학부

22 경영학부

23 자연과학부

24 공학부

25 지식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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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국어국문학 전공은 개교 초기인 

1964년에 개설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말과 글, 

문학의 특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

여 한국어와 한국 문학의 세계화

에 이바지할 전문 지식인을 양성

하고 있지요.

사학 전공

한국사와 동양사 그리고 서양사

를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한

국사 분야와 미국사 분야에서 각

각 1명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영어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철학 전공

근대철학, 독일현대철학, 서양고

대철학 등 자신만의 분야를 전문

적으로 연구하는 8분의 교수님으

로부터 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접합니다.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유

의 힘을 키울 수 있어 자신만의 세

계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종교학 전공

인류문화의 뿌리와 다름없는 종

교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있게 이

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종교문화에 이바지할 자질을 갖

추게 됩니다.

영미어문 전공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여러 나라

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영문

학과 영어를 깊이 이해하는 영어

학, 실용적인 영어 구사력을 키우

는 실용영어에 대해 가르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일

보 학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

위 학과로 선정될 만큼 서강대학

교의 대표적인 전공이지요.

미국문화 전공

1999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영

미권 문화 연구를 시작한 영미문

화 전공이 2006년부터 미국문화 

전공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와 문학, 사상사 등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언어와 

문화를 폭넓게 배울 수 있답니다.

독일문화 전공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10대 언

어 중 하나인 독일어를 능통하게 

하면 세계로 진출할 때 남다른 경

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독일문

화 전공은 독일어 습득은 물론 독

일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지식까

지 알차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문화 전공

학부 과정에 인문학의 한 분야로

서 프랑스문화 전공이 설치된 것

은 서강대가 처음입니다. 프랑스

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프랑스의 언어, 문학, 문화를 골고

루 접하므로 프랑스어권의 문화

와 관련되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지요.

중국문화 전공

중국문화 전공은 중국에 대한 종

합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과와 연계된 중국문화센터에서 

여러 강좌와 토론회, 스터디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든 학생이 2학년 1학기 동안 중국 

북경 최고의 명문대학인 칭화대에

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일본문화 전공

일본문화 전공은 크게 일본의 ‘언

어・문학’, ‘역사・문화’, ‘정치・경

제・사회’의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그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과

정을 통해 일본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납니다.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부

사회학 전공

사회학 전공은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서강

대 사회학 전공은 우리나라 사회학 분야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여

러 비결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수한 대학에서 수학한 전문성을 바탕으

로 연구와 강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

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학생들은 가족, 지역사회, 계층, 성 등 여러 집

단을 연구하는 한편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종교, 지식, 예술 등 광범위한 인간의 활동이 사회적 토대와 어떻게 연결되

는지 탐구하기도 하고요.

정치외교학 전공

정치란 국회나 정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

든 곳에서 일어나는 권력 현상입니다. 정치외교학 전공은 일상생활에서 접

할 수 있는 권력 현상의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의 강점 중 하나는 여러 국

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정

치의 이해’라는 과목에서는 대만과 중국 등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시간은 다른 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심리학 전공

심리학 전공은 사회심리학, 동양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

학, 상담심리학 등 20개가 넘는 전공 과목을 개설합니다. 선택 범위가 폭넓

으므로 자신의 관심사에 꼭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요. 전공과 관계없

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명강의가 많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심리학 전공

은 심리학의 다양한 전공 분야에 걸쳐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특히 상담/

임상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답니다.

사회과학부는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의 3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의 이론을 심도 있게 가르치는 한편 

서강의 교육 이념인 전인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문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조직과 제도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기여할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학부교육의 목표입니다.

국제인문학부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등 인문계열과 영국, 미국문화를 공부하는 영미문화계, 독일, 프랑스문화를 

공부하는 EU문화계, 중국, 일본문화를 공부하는 동아시아문화계로 나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국 인문학이 당면한 

문제들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제인문학부만의 특성화 과목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심화과정, 실용과정, 다전공과정의 모듈형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북돋우고 있답니다.

사회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키운다

 “배움의 길을 따라

더 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을

자랑합니다”

 mini  interview  mini  interview 

정치외교학 전공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현상을 정치학의 기본 분석 개념인 

‘권력’을 통해 해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하지요. 사회를 바라

보는 남다른 시각을 갖출 수 있기에 졸업 후 하나의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되거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면 매년 봄 학기마다 ‘정치학사랑터’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

다.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동문 등 정치외교학 전공의 모든 구성원이 함

께 1박 2일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자리이지요. 이와 함께 매년 가을학기에 

열리는 모의국회도 정치외교학 전공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랍니다.

김현정 정치외교, 경제 12

영미어문 전공은 최근 3년간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학

과 평가에서 ‘최상위 학과’로 3년 연속 랭크될 정도

로 교육의 우월성을 자랑합니다. 영미어문 전공 학생

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교직 과정을 이

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굳이 사범대를 가지 않더

라도 이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Mentoring Session’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에

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러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 생생한 실무 경험을 들을 수 있

는 기회랍니다.

공성윤 영미어문, 신문방송, 스포츠미디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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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공

경제학을 전공하면 1, 2학년 동안 경제학을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한 기본기

를 갖추고, 3, 4학년이 되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

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큰 물줄기를 알고 싶다면 ‘근대경제사’, 

‘경제학설사’를, 정부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영향이 궁금하다면 ‘재정학’, 

‘정부규제론’, ‘비용편익분석’을, 금융시장의 특징과 금융 정책에 관심이 있

다면 ‘금융경제학’, ‘금융정책론’, ‘파생상품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조직론’, ‘교육경제학’, ‘환경경제학’, ‘법과 경제학’ 등을 수강하면 사회 

현상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지요. 이처럼 수준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덕분에 최근에는 여의도 금융가에서 맹활

약하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생들을 일컫는 ‘여의도 서강학파’라는 신

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강학파의 명성

을 넘어서고 있는 서강대학교 경제학 전공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 발전의 역

사와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학부 학생들만 누리는 값진 경험

경제학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실시하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크게 세 가

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경제학부 자체 기금을 이용해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노벨경제학 수상자 초청 강의와 국제 워크숍이 있

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지원금과 프로그램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니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값진 경험 또한 더욱 늘어

나겠지요.

경제학 전공 전용 카페

경제학부는 자체 발전기금으로 경제학 전공자들을 위한 전용 카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학부생들은 김대건관 1층에 마련된 이곳을 개인적인 학습 

공간은 물론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신문방송학 전공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

을 맡을 언론인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HD장비

가 갖춰진 스튜디오와 3D 기술・장비 지원센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

고 있는 미디어센터에서 실습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앱스 기획・제작’, ‘단편영화제작’, ‘언론정보인턴십’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이색 강의를 실시하고 있어요.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서울 2013’의 주인공, 

광고동아리 서강AD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서울’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경, 정신 

건강,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를 만드는 경진대회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시아 8개 도시(서울, 싱

가포르, 방콕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서강대학교 광고동아

리 서강AD(지도: 유현재 신문방송학과 교수) 소속 고혜령, 이우경(이

상 신문방송학과 13), 김채현(아트 & 테크놀로지학과 13) 학생이 속한 

‘핑거타운(Fingertown)’팀이 서울 지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의 박찬욱 감독을 꿈꾸는 영상전문 제작단 MEGS

MEGS(Media Experts Group of Sogang)는 영화, 드라마, 예능, 다

큐멘터리와 같이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상전문가 집단으로 연극

제 미라클이나 한・일 정기전인 소펙스 등 학교의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영상물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브리엘관에는 아이맥과 편

집 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 MEGS만의 독립된 편집 공간이 마련돼 있는

데요. 이러한 든든한 지원 덕분인지 MEGS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

합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제7회 서울사랑 공모전’에서 김은호, 김용

호, 김선민 학생이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서강학파에 도전하라!대한민국 미디어산업의 역사, 그리고 미래

 “서강학파의 

명성을 뛰어넘는 

경제인으로 

도약합니다”

 “대한민국 

미디어산업을

책임질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mini  interview  mini  interview 

서강대 경제학 전공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부로 인정받고 있

습니다. 이러한 명성 못지않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30여 명의 

유수한 교수진이에요. 세계 10대 계량 경제학자, 국내 노벨상으로 불리는 

청람상 수상자, 국내 최고 권위의 다산경제학상 수상자 등 실력 있는 교수

님들로부터 더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소수의 학생을 선발해 교

육하는 ‘Honors Program’은 고급 금융기관에서 꼭 필요한 트랙을 제시해

준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교육을 받은 경제학 전공의 선배님들은 공공기

관, 보험사, 언론사 등에서 CEO를 비롯한 주요 보직을 맡아 활약하고 계십

니다. 이처럼 서강대 경제학 전공을 통해 쌓은 내공은 어떤 분야로 진출하

든 진가를 발휘하게 된답니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멋진 경제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권유진 경제 13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는 총 4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정보

・광고홍보・연극영화・디지털미디어/콘텐츠 트랙으로, 모두 다양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답니

다. 커뮤니케이션학도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 커뮤니케이션학부

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축제인 ‘소통제’와 같이 다양한 학생 활동 프로그

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문화 콘텐

츠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연영상학회인 ‘공상’이나 

광고와 PR 분야에 대해 탐구하는 광고홍보학회인 ‘APPLE’ 등 학회 모임

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학도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어요.

김우준 신문방송, PEP(정치/경제/철학) 10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1968년에 보도예술학과로 출발하여 1969년에 신문방송학과로 개칭하였습니다. 

1992년에 언론대학원이, 1999년에 영상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학부는 2006년부터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지요. 그 후 언론정보, 광고홍보, 연극영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등 4개 트랙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 문과와 이과, 커뮤니케이션과 과학을 융합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융합 미디어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1964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경제학부는 현재 학부 재학생이 8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제학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내 경제학과 중 유일하게 ‘서강학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서강학파란 1970년대 

경제 정책 입안에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교수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서강학파의 

명성은 경제학부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실력 있는 교수진을 주축으로 

현실과 이론이 조화된 커리큘럼을 구축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경제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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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전공

수학 전공은 1994년부터 수학과 컴퓨터 실습의 정규교과를 도입했는데, 이

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와 개인별 

실험 장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첨단 강의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두 개의 

컴퓨터 실습실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수학 전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학에 관한 유용한 사이트들을 수록한 수

학 전공 홈페이지(http://math.sogang.ac.kr)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물리학 전공

물리학 전공은 매 학기 분야별 저명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주 학과 세미나

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 연구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들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요. 또한 물리학에 많

이 쓰이는 수학을 공부하는 수리물리학이나 반도체, 유전체, 자성체 등 다양

한 고체의 성질들을 이해하는 고체물리학 등 이색 강의를 열어 학생들의 학

습 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학 전공

일반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등 분야에 따른 학부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

다. 50억 원에 상당하는 최첨단 연구용 실험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누구

나 원하는 분야의 연구를 제약 없이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서강대학교 화학 

전공은 실험 위주의 교육으로 화학 분야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전공

생명과학 전공은 1963년 개설된 이후 미국의 저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

득한 교수님들이 부임해 완벽한 교과 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

고의 시설과 기자재를 갖춘 실습공간을 마련해 생명과학 분야의 고급 인력

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곳 

아시아 지역의 최상급 경영대학을 표방하는 서강대학교 경영학 전

공은 회계, 재무・보험, 인사조직・전략, 마케팅, 경영과학・경영정

보・LSOM, 국제경영의 6개 계열로 구분해 경영학적 지식을 효율적

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 전공은 국제

화(Globalization), 리더십(Leadership), 수월성(Excellence), 윤리

(Ethics)로 대변되는 네 가지의 핵심 전략가치 실현을 통하여 서강 경

영인들을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키워왔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 전공은 지난 2009년 정부의 BK21 사업과 교육과

학기술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에 선정된 바 있

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영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국

제 인증인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까지 획득했답니

다. 이로써 서강대학교 경영학 전공은 세계 어디에서나 높이 평가 받는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MBA 프로그램 실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전 세계 유수 대학과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년간의 MBA 과정 중 원하는 시기에 1년의 복

수학위 또는 1학기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부 명예의 전당, Dean’s List

제1경영관인 마태오관 로비에는 경영학부만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수 교수님들의 명단을 기록한 ‘Excellence 

in Teaching Award’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명단인 ‘Dean’s List’

가 게시되어 있지요. 이는 경영학부가 교육의 우월성을 갖추고, 학생들

이 높은 학구열을 갖게 하는 데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과학 혁신은 우리가 책임진다!아시아 최고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 경영학부가 된다

 “최고의 

연구 시설에서

지식의 깊이를

더합니다”

 “서강 경영은 

Top Business 

School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mini  interview  mini  interview 

개교와 동시에 설립된 물리학 전공은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

니다. 그 결과 국내외 물리학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죠. 현재 광학 연구

실과 응집물리 연구실을 비롯한 17개의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체에

너지 물리학, 끈 이론, 바이오정보 기술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마음껏 연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있다 보니 연

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교수님들처럼 훌륭한 물리학자를 꿈꾸게 되

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한 수험

생 여러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물리학자를 목표로 학문에 매진

하거나 유수한 기업체에 입사할 수도 있어요. 연구소에 몸 담거나 교수가 

되어 후학 양성에 힘쓸 수도 있죠. 이처럼 물리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답니다. 

박영수 물리 10

우리 학교 경영학을 전공하면 전공 수업만 잘 들어도 영어 실력이 쑥쑥 향

상됩니다. 전체 강의 중 30%에 해당하는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영어전

공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므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 수가 없죠. 

경영학을 전공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경영학 전공은 매

년 가을마다 교수님과 동문 선배님 그리고 재학생이 어우러지는 ‘경영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

는 한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동문 선배님들로부터 생생한 실무 경험을 듣

는 기회이지요. 이와 함께 금융이나 회계 분야에 몸담고 있는 동문 선배님

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금융인의 날’과 ‘공인회계사의 밤’도 유용한 프

로그램이에요. 제가 금융인을 꿈꾸고 있어서 그런지 특히 ‘금융인의 날’ 행

사가 큰 도움이 되었지요.  

이승환 경영 09

자연과학부는 개교 이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생물학과)를 비롯한 이공대학을 거쳐 

4개 학과로 구성된 학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70여 명의 전임교수를 포함한 100여 명의 교수진이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요. 교육의 질적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연구 분야에서도 

해외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각오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부 졸업생들이 

기초 과학 분야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지요.

Business School
경영학부

1963년에 개설된 서강대학교 경영학부는 교육의 이념, 내용, 방식, 문화, 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경영교육기관과 현격한 차별화를 

시도해왔습니다. 또한 제1경영관인 마태오관에 이어 제2경영관인 금호아시아나 바오로경영관을 개관해 인프라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경영학부는 교육계, 문화계, 

기업계, 금융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9,400여 명에 이르는 창조적 리더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학부는 아시아의 경영교육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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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Knowledge
지식융합학부

국제한국학 전공

국제한국학 전공은 한국과 세계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자 지난 2012년, 국내 대학 최초로 학부과

정에 신설된 전공입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과

정을 거친 다음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중 심화 학문 과정을 선택해서 이

수할 수 있어요. 해외와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전공이므로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글로벌 리더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은 지난 2011년, 한국형 스티브잡스의 탄생을 목표

로 신설되었습니다. 창의적인 기획과 스토리텔링, 아트 미디어 디자인 콘텐

츠와 관련된 문화예술, IT 융합기기 신제품과 관련된 공학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학습 방식으

로 운영하므로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답니다. 한 

학년에 3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정예 학과인 만큼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많으며 삼성, LG,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자주 주어집니다.

창의력이 샘솟는 하비에르관 4층

하비에르관 4층에는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무궁무진하게 키워주는 실습 공간이 가득합니다. 증강현실과 홀로그램을 이

용한 특수 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인 신영균 스튜디오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룸, 1인당 

iMAC PC를 한 대씩 제공해 개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작업 공간

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전자공학 전공

전자공학 전공은 기초 과학과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생생한 실전 경험을 듣는 세미나와 전자 관련 기

업들의 사업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은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

편 사업인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데 힘입어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 교육 환경과 Windows 기반

의 대형실습실 두 곳, Mac 컴퓨터로만 구성된 독립 실습실을 갖추고 

있지요.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의 균형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 전공

화공생명공학은 화학, 물리, 생물, 전자, 정보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

르는 학문입니다.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 전공은 화학공학의 기초

적인 강의와 함께 실험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공학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

기계공학 전공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멕

시코,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유명 대학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

어요. 또한 다양한 실험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 지식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교과 과정만 잘 이수해도 기계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요.

학문과 세계의 경계를 뛰어넘어라!국제적인 엔지니어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엔지니어를

키웁니다”

 mini  interview  mini  interview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열어 학

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제일기획 대표

인 김낙회 동문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등 대한민국 Creative 산업

을 이끄는 최고 리더들과 함께한 ‘제2회 아트 & 테크놀로지 멘토링 데이’와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인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 Shawn Greenlee 

교수의 특강이 기억에 남네요.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받는 융합기술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대부분

의 강의가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 역

량을 극대화할 수 있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고 싶다면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으로 오세요!

김재중 아트 & 테크놀로지 13

우리 대학 공학부는 국내 굴지의 여러 대기업들과 산학트랙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는 ‘S/W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반도체 

Tr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융합기술센터를 개소해 

LG전자와 함께 체계적인 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바이

오물리 연구센터를 개소하여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향후 4년간 공동 연구를 

펼칠 계획이고요. 이렇듯 서강대학교 공학부는 세계 속의 서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기계공학 전공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창의성을 존중해주

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채로운 실

험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지니는 한편 나

만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답니다.

최인성 기계공학(심화), 경영 10

세계는 지금 분과학문의 틀을 벗어나는 융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융합학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와 한국과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는 국제한국학 전공과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으로 

나뉘는데, 두 전공 모두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ngineering
공학부

서강대학교 공학부는 국내 최상위권의 공학부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속의 서강을 주도하는 특성화된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 마련,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산학협력 체제 구축, 연구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장학제도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 누구나 21세기를 주도하는 국제적인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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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서강인’, 그대의 자부심이 될 이름입니다

‘서강인’이란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치열하게 보내는 그대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서강인을 목표로 내일을 열어가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수시모집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서강인’으로 반짝이는 그 날을 목표로 꿈의 여정길에 오른 그대를 응원합니다.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28 수시모집 주요 사항 

29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0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지원계열별 필수 응시영역 기준

31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32 수시모집 주요 일정

3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전형 안내

34 논술전형

36 학생부교과전형

38 고른기회전형

40 사회통합전형

42 학생부종합전형

44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_ 외국어 특기자

46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_ 수학・과학 특기자

47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_ Art & Technology

공통사항

49 수험생 유의사항

51 아포스티유 확인 안내

서식 안내

52 전형별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

53 자기소개서 작성(온라인 입력) 유의사항 

55 자기소개서 서식

56 추천서 작성(온라인 입력)  유의사항  

58 추천서 서식

59 활동보충자료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60 활동보충자료 서식

장학제도

62 장학제도 안내

You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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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시모집 인원

논술

학생부교과

고른기회

사회통합

학생부종합

알바트로스특기자

합계 

468 43.1

202

21

10

243

142

1,086

18.6

1.9

0.9

22.4

13.1

100

전형명 모집인원(명) 비율(%)

수시모집 주요 사항

수학・과학특기자

외국어특기자

Art & Technology

알바트로스특기자

논술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 논술 작성 분량 축소(인문사회계열 : 2문항, 800~900자)

• 시험 시간 축소(100분)

•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 

•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인문사회계열 3등급, 자연계열 3.5등급까지 만점 

• 면접 없음

• 학생부 교과영역(정량평가)과 서류평가로 일괄 합산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서류와 면접으로만 선발

• 전공별 모집

• 에세이 시험 폐지

• 어학 관련 모집단위에서만 선발 

• 영미문화계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32명 선발

• 자연계열과 함께 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학부도 선발

• 인문, 자연, 고교종별, 해외고 구분 없이 

 창의적 인재라면 지원 가능

전형명 내용

나. 주요 사항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 각 전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구분 : 외국어 특기자 → F, Art & Technology 특기자 → A, 수학・과학 특기자 → M

※ 재외국민전형과 외국인전형의 모집인원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 *표의 모집단위(전공)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표의 전형은 입학사정관전형입니다.

소 계 (인문사회계열) 1,035 282 14104 6 664 1,036156 102 372 35 16 6 10

605 186 798 4 422 60887 40 186 19 11 3 6소 계 (자연계열)

20 - - - - 5 5
F

10 - - - -국제한국학국제한국학계

30 - - - - - 25
A

5 - - - -
Art &

Technology

Art & 

Technology계

계열

142 34 26

97 17 10 10 32
F

26 4 2 - 1

-

8

8

4

4

국어국문학

철학

사학

영미어문

미국문화

종교학

학부 모집단위 모집전공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정시수시 정원
 내 
총계

(A+B)

농어촌
학생
**

기회
균형
선발
**

특성화
고교
**

특수
교육
**

정시

일반
(B)

소계
(A)

학생부
종합
**

사회
통합

고른
기회

학생부
교과

논술 알바
트로스
특기자

55 5 3 - 2

인문

사회

14 6 664 1,036

국제

인문

학부

인문계*

영미문화계*

50 10 4
6 6

F

10 2 1 - 1
독일문화

프랑스문화
EU문화계*

108 22 12

10

12

10

- 40 4 2 - 1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사회과학계

사회

과학

부

181 60 14 15 10
M

80 6 2 2 1경제학경제학부
경제

학부

277 115 24 30 5
M

100 9 3 2 2경영학경영학부
경영

학부

지식

융합

학부

인문

자연

융합

자연

80 14 10 17 4
M

32 3 2 2 1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커뮤니

케이션

학부

50 10 4
8 6

F

14 2 1 - 1
중국문화*

일본문화

동아시아

문화계

6

3

6
F

3
F

214 54

11 5
M

12

11 5
M

12

11 5
M

12

7 4 422 608
11 5

M
12

수학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48 8 3 - 2자연과학부*

1,640 468 21202 10 1,086 1,644243 142 558 54 27 9 16총 계

자연

과학

부

11 5
M

371334102

11 5
M

371334102

11 5
M

371334102

10 5
M

27113085

화공생명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3

3

2

2

1

1

1

1

3 2 - 1

2 2 1 1

전자공학계

컴퓨터공학계*

화공생명공학계 

기계공학계

공

학

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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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특기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논술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국외 정규 고등학교 2009년 3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학생부종합

1. 외국어 특기자(영미문화계/EU문화계/동아시아문화계/국제한국학계 해당)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외국어가 뛰어나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 외국고등학교는 2012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는 2012년 4월 이후 합격자부터 지원 가능함

2. 수학・과학 특기자(경제학부, 경영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포함)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수학・과학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3. Art & Technology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일반계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종합고 졸업(예정)자에 한함

 (단, 특성화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및 종합고 실업과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교 재학 중 국내 고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2014년 9월 1일 기준 국내 고등학교에서 4학기 이상  

 (3학년 2학기 제외)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학생부교과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른기회전형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자녀(전상, 공상 본인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 사회통합전형 : 다문화가정, 군인자녀

고른기회 /

사회통합

전형명 지원자격

※ 전형요소 관련 약어 : 학-학교생활기록부, 자-자기소개서, 추-추천서, 교-교사추천서, 보-활동보충자료

※ 각 전형별 상세 내용은 요강의 해당 전형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구분 논술 학생부교과
고른기회/

사회통합

알바트로스특기자
학생부종합

Art & Technology수학・과학 특기자

검정고시 O X X X O X X

외국고 O X X O O X O

O O O X X X X수능 최저학력기준

특성화고 O X O O O O O

면접(20%)면접(20%)

논술(60%)

학생부(40%)

※ 학생부 : 

교과 20%, 

비교과 20%

1단계

2단계

학생부 교과

(75%)

서류(25%)

학, 자, 교

학생부 교과

(75%)

서류(25%)

학, 자, 교

제한 없음
2013년 2월

(포함) 이후
제한 없음

2010년 2월

(포함) 이후

※ 외국고는 2009년 

3월(포함) 이후

2013년 2월

(포함) 이후

※ 외국고는 2012년 

3월(포함) 이후, 

검정고시는 2012년 

4월 이후 합격자

2013년 2월

(포함) 이후
제한 없음

고교졸업

(예정)연도

서류(100%)

 외국어 특기, A & T - 학, 자, 추, 보 

수학・과학 특기 - 학, 자, 교, 보

학생부/서류

(100%)

학, 자, 추, 보

1단계 성적 

(80%)

지원자격

전형요소
1단계 성적

(80%)

외국어 특기자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가.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인문・사회

자연

학생부교과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인문・사회

자연

고른기회

사회통합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전 계열

전 계열

학생부종합

알바트로스특기자

최저학력기준 없음

인문・사회

자연

논술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전형명 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나. 지원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영역 기준

인문・사회

자연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계열 수능 필수 응시영역

※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단위 계열 기준임(고등학교 이수 계열・과정이 아님)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등급 산정은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함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 선택반영 가능함(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단위 계열 기준임(고등학교 이수 계열・과정이 아님)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등급 산정은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함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 선택반영 가능함(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및

지원계열별 필수 응시영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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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가-1. 논술전형

가. 교과 영역(정량 평가)

※ 학생부종합전형,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은 학생부 교과 영역을 정성 평가함

구분

해당전형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산출활용지표 • 주요교과 석차등급

반영비율 • 전 학년 통합반영 _ 가. 학년별 가중치 없음 / 나.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반영교과

• 전 계열 공통 _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

※ 사회교과에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함. 반영교과 중 인문・사회계열은 
   과학교과 관련 과목, 자연계열은 사회교과 관련 과목을 반영하지 않음

내용

나. 비교과 영역(정량 평가)

※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정성 평가함

구분

해당전형 논술전형

반영영역 출결사항, 교내・외 봉사활동

내용

반영기간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자연계열>

가-2.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자연계열>

다. 비교내신 적용대상자

전형명

논술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1. 논술전형 :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자 포함) /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 
2. 검정고시 출신자
3.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4.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중 국내학교 이수학기 2학기 이내인 자(3학년 2학기 제외)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반영교과
평균등급

      1.0 이상 ~ 3.0 이하

      3.5 초과 ~ 3.75 이하

4.0 초과 ~ 5.0 이하

6.0 초과 ~ 7.0 이하

      3.0 초과 ~ 3.5 이하

    3.75 초과 ~ 4.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국어

200.0

198.0

160.0

80.0

199.0

180.0

120.0

수학

300.0

297.0

240.0

120.0

298.5

270.0

180.0

영어

200.0

198.0

160.0

80.0

199.0

180.0

120.0

사회

50.0

49.5

40.0

20.0

49.8

45.0

30.0

7.0 초과 ~ 8.0 이하 40.0 60.0 40.0 10.0

8.0 초과 ~ 9.0 이하 0.0 0.0 0.0 0.0

반영교과
평균등급

      1.0 이상 ~ 3.5 이하

    3.75 초과 ~ 4.0 이하

4.5 초과 ~ 5.0 이하

6.0 초과 ~ 7.0 이하

      3.5 초과 ~ 3.75 이하

4.0 초과 ~ 4.5 이하

5.0 초과 ~ 6.0 이하

국어

200.0

198.0

160.0

80.0

199.0

180.0

120.0

수학

300.0

297.0

240.0

120.0

298.5

270.0

180.0

영어

200.0

198.0

160.0

80.0

199.0

180.0

120.0

과학

50.0

49.5

40.0

20.0

49.8

45.0

30.0

7.0 초과 ~ 8.0 이하 40.0 60.0 40.0 10.0

8.0 초과 ~ 9.0 이하 0.0 0.0 0.0 0.0

반영교과
평균등급

1.0 이상 ~ 2.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7.0 초과 ~ 8.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4.0 초과 ~ 5.0 이하

6.0 초과 ~ 7.0 이하

8.0 초과 ~ 9.0 이하

국어

50.00

49.80

49.60

49.40

49.90

49.70

49.50

0.00

수학

60.00

59.76

59.52

59.28

59.88

59.64

59.40

0.00

영어

60.00

59.76

59.52

59.28

59.88

59.64

59.40

0.00

사회

30.00

29.88

29.76

29.64

29.94

29.82

29.70

0.00

반영교과
평균등급

1.0 이상 ~ 2.0 이하

3.0 초과 ~ 4.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7.0 초과 ~ 8.0 이하

2.0 초과 ~ 3.0 이하

4.0 초과 ~ 5.0 이하

6.0 초과 ~ 7.0 이하

8.0 초과 ~ 9.0 이하

국어

50.00

49.80

49.60

49.40

49.90

49.70

49.50

0.00

수학

60.00

59.76

59.52

59.28

59.88

59.64

59.40

0.00

영어

60.00

59.76

59.52

59.28

59.88

59.64

59.40

0.00

과학

30.00

29.88

29.76

29.64

29.94

29.82

29.70

0.00

수시모집 주요 일정

※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함(최대 6개 전형)

※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내에서 외국어 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A & T는 중복 지원 가능함(단, 중복 지원 시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각 전형별 모집요강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장애발생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 여러 전형에 복수 지원할 경우 서류제출은 각 전형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는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함). 

구분 논술 학생부교과 고른기회 사회통합 학생부종합
알바트로스

특기자

온라인

원서접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온라인 입력

서류제출

(등기우편, 방문)

1단계 합격자 발표

최종(최초)합격자 

발표

최종(최초)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추가합격자 발표 및 

예치금 납부

12. 8(월) ~ 12. 10(수) 09:00~16:00

※ 등록 : 서강대학교 지정 은행 

 12. 11(목) ~ 12. 16(화)

 ※합격통보 마감 : 12. 15(월) 21:00까지,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gang.ac.kr)

 ※ 등록 : 서강대학교 지정 은행 

잔여등록금 납부 2015. 2월 중 

12. 6(토) 17:00 11. 8(토) 17:00

면접 및 시험 - - - 10. 26(일) 10. 12(일)

11. 15(토) : 

자연계열

11. 16(일) : 

인문사회계열

- - - - 10. 21(화) 10. 7(화)

9. 12(금) ~ 

9. 17(수) 

17:00까지

11. 14(금) ~ 

11. 19(수) 

17:00까지 

9. 12(금) ~ 9. 17(수) 17:00까지 

 ※ 제출 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입학처(아루페관 5층) 수시모집 담당자 앞

-

11. 14(금) ~ 

11. 18(화) 

21:00까지 

9. 12(금) ~ 9. 16(화) 21:00까지

9. 12(금) ~ 9. 15(월) 

※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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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교과 영역 반영

  A. 반영과목

   ① 인문・사회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사회교과에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②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

  B. 반영비율 : 전 학년 통합반영, 가중치 없음(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도 동일 기간만 반영)

  C. 산출활용지표 : 주요교과 석차등급 

  D. 교과 영역 반영 점수 : 최고점 200점, 최저점 0점(※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 33page 참조)

  E.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등급별 점수표를 적용함

 (2) 비교과 영역 반영

  A. 반영 비교과 : 출결사항, 교내・외 봉사활동

   ※ 3학년 1학기까지를 반영함(단,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함)

  B. 비교과 영역 반영 점수 : 최고점 200점, 최저점 0점

평균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 교과목별 석차등급) / ∑(반영 교과목 수)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포함하여 선택반영 가능함(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등급 산정은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함

※ 지원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영역 기준은 30page 참조

※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는 논술시험점수로 비교내신 적용(본 모집요강 33p 참조)

라. 동점자 처리기준  논술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함(논술성적에서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함)

마. 미등록 충원  실시함

바. 전형일정

다. 선발방법  일괄합산 _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논술 비고

20%

(200점)

20%

(200점)

60%

(60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 정량 평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교과 관련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함. 

단, 인문・사회계열은 과학교과 관련 과목, 자연계열은 사회교과 관련 과목 미반영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학년별 가중치 없이 반영)

 ※ 사회교과에는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 정량 평가

출결사항, 교내・외 봉사활동

-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는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을 적용함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및 비교내신 적용대상자 안내 : 33page 참조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논술시험

2014. 9. 12(금) ~ 9. 17(수)

※ 해당자에 한함

2014. 9. 12(금) ~ 9. 15(월)

2014. 12. 6(토) 17:00

2014. 11. 15(토) : 자연계열 / 2014. 11. 16(일) : 인문・사회계열

사.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구분

해당자

공통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

●

●

- -

비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 서류 제출마감 

   ① 우편 제출 : 2014. 9. 12(금) ~ 9. 17(수) (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② 방문 제출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출결

점수

100

98

96

90

0

봉사

점수

100

98

96

90

0

비고

•사고(무단)결석 : “사고로 인한 결석”을 기준으로 하며,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함

•봉사활동 : 교내・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봉사시간을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대상

사고(무단)결석 봉사활동

1 ~ 3일

4 ~ 6일

7 ~ 9일

10 ~ 15일

15일 이상

20시간 이상

15 ~ 19시간

10 ~ 14시간

5 ~ 9시간

4시간 이하

등급

1

2

3

4

5

자. 논술 작성 안내

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시험시간

100분

100분

50%

800 ~ 900자

50%

분량 제한 없음

문항1 문항2

반영 비율 및 답안분량

50%

800 ~ 900자

50%

분량 제한 없음

학부

국제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자연과학부, 공학부

출제분야

인문・사회과학 관련 

제시문과 논제

수리 관련 

제시문과 논제

논술전형

계열

인문・사회

자연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가.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형
안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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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일반계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종합고 졸업(예정)자에 한함

  (단, 특성화고, 예술고, 마이스터고 및 종합고 실업과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외국고교 재학 중 국내 고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2014년 9월 1일 기준 국내 고등학교에서 4학기 이상(3학년 2학기 제외)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원서 접수 2014.9.12(금) ~ 9.15(월)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입력     수능 이후 2014.11.14(금) ~ 11.18(화) 21:00까지 (미입력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학생부교과전형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마. 동점자 처리기준  모두 선발함

바. 미등록 충원  실시함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포함하여 선택반영 가능함(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등급 산정은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함

※ 지원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영역 기준은 30page 참조

다. 선발방법  일괄합산 _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계열

인문・사회

자연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학생부

(교과영역)
서류 비고

75%

(750점)

25%

(25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 정량 평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교과 관련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함.

단, 인문・사회계열은 과학교과 관련 과목, 자연계열은 사회교과 관련 과목 미반영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학년별 가중치 없이 반영)

 ※ 사회교과에는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음

라.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영역) 반영방법

 A. 반영과목

  ① 인문・사회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사회교과에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②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

 B. 반영비율 : 전 학년 통합반영, 가중치 없음(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도 동일 기간만 반영)

 C. 산출활용지표 : 주요교과 석차등급 

 D. 교과 영역 반영 점수 : 최고점 750점, 최저점 0점(※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 33page 참조)

 E.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등급별 점수표를 적용함

평균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 교과목별 석차등급) / ∑(반영 교과목 수)

아. 제출서류

사.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2014. 11. 14(금) ~ 11. 19(수)

2014. 9. 12(금) ~ 9. 15(월)

2014. 12. 6(토) 17:00

구분

해당자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제출서류

공통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교사추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주민등록초본 1부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2014. 11. 14(금) ~ 11. 18(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11. 14(금) ~ 11. 19(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11. 14(금) ~ 11. 19(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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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른기회전형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포함하여 선택반영 가능함(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등급 산정은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함

※ 지원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영역 기준은 30page 참조

구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자격기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 4, 5, 6, 14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의 자녀(단, 전상군경, 공상군경은 본인 포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계열

인문・사회

자연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다. 선발방법  일괄합산 _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학생부

(교과영역)
서류 비고

75%

(750점)

25%

(25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 정량 평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교과 관련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함.

단, 인문・사회계열은 과학교과 관련 과목, 자연계열은 사회교과 관련 과목 미반영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학년별 가중치 없이 반영)

※ 사회교과에는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음

라.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영역) 반영방법

 A. 반영과목

  ① 인문・사회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사회교과에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②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

 B. 반영비율 : 전 학년 통합반영, 가중치 없음(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도 동일 기간만 반영)

 C. 산출활용지표 : 주요교과 석차등급 

 D. 교과 영역 반영 점수 : 최고점 750점, 최저점 0점(※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 33page 참조)

 E.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등급별 점수표를 적용함

    ※ 단,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서류평가점수로 비교내신 적용(본 모집요강 33page 참조)

평균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 교과목별 석차등급) / ∑(반영 교과목 수)

사.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2014. 9. 12(금) ~ 9. 17(수)

2014. 9. 12(금) ~ 9. 15(월)

2014. 12. 6(토) 17:00

아. 제출서류

해당자

구분

공통

필수

지원

자격

별

제출

서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국가보훈처 관할 지청장 발행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증명원 1부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본인 증명원 1부

교사추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자녀 증명원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5・18민주유공자 예우 본인 또는 자녀 증명원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

●

●

●

●

●

●

●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2014. 9. 12(금) ~ 9. 16(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마. 동점자 처리기준  모두 선발함

바. 미등록 충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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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통합전형

구분

다문화가정

군인자녀

자격기준

 다문화가정의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포함하여 선택반영 가능함(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탐구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등급 산정은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함

※ 지원계열별 수능 필수 응시영역 기준은 30page 참조

계열

인문・사회

자연

수능 최저학력기준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다. 선발방법  일괄합산 _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단위별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학생부

(교과영역)
서류 비고

75%

(750점)

25%

(250점)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 : 정량 평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교과 관련 이수한 모든 과목을 반영함.

단, 인문・사회계열은 과학교과 관련 과목, 자연계열은 사회교과 관련 과목 미반영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학년별 가중치 없이 반영)

 ※ 사회교과에는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음

라.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영역) 반영방법

 A. 반영과목

  ① 인문・사회계열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사회교과에 도덕, 윤리, 철학 과목 포함)  

  ②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 관련 모든 과목 반영

 B. 반영비율 : 전 학년 통합반영, 가중치 없음(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도 동일 기간만 반영)

 C. 산출활용지표 : 주요교과 석차등급 

 D. 교과 영역 반영 점수 : 최고점 750점, 최저점 0점(※ 학교생활기록부 등급별 점수표 : 33page 참조)

 E.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등급별 점수표를 적용함

        ※ 단,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서류평가점수로 비교내신 적용(본 모집요강 33page 참조)

평균 석차등급 산출방법 = ∑(반영 교과목별 석차등급) / ∑(반영 교과목 수)

마. 동점자 처리기준  모두 선발함

바. 미등록 충원  실시함

사.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합격자 발표

2014. 9. 12(금) ~ 9. 17(수)

2014. 9. 12(금) ~ 9. 15(월)

2014. 12. 6(토) 17:00

아. 제출서류

해당자

구분

공통

필수

지원

자격

별

제출

서류

다문화가정

군인자녀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09년 2월 이전 졸업자는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친부 또는 친모가 순수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자의 

(외)조부/(외)조모가 외국인임을 증명

국방부 호국장학재단(일괄 제출)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 기본증명서

(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국적자)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친부 또는 친모의 부・모 외국 국적증명서 각 1부

- 친부 또는 친모의 부・모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국방부장관 추천서 1부

교사추천서 1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

●

●

●

●

●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2014. 9. 12(금) ~ 9. 16(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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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다. 선발방법 ⑴ 각 단계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⑵ 다단계전형(1단계에서 모집단위(전공)별 모집인원의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

단계 서류 면접 비고

1단계
100%

(800점)
-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정규고교 졸업(예정)자의 서류평가는 고등학교 재학 시 활동을 대상으로 함

- 활동보충자료는 최대 5가지 내용까지 가능하며,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가능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 검증기준을 준수하여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사실 검증을 위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함

2단계
1단계 성적 

80%(800점)

20%

(200점)
- 일반면접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의사소통능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함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 모두 선발 / 2단계 : 면접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함(면접성적에서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함)

마. 미등록 충원 실시함

바.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2014. 9. 12(금) ~ 9. 17(수)

2014. 9. 12(금) ~ 9. 15(월)

합격자 발표 2014. 11. 8(토) 17:00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4. 10. 26(일)

2014. 10. 21(화)

가.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0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국외 정규 고등학교 2009년 3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사.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제출서류

공통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추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선택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CD 등) 제출 불가)

※ 작성 및 유의사항, 서식은 본 모집요강 59~60p 참조 

●활동보충자료

해당자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주민등록초본 1부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 2014. 9. 12(금) ~ 9. 16(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외국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Sogang University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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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외국어 특기자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 모두 선발 / 2단계 : 면접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함(면접성적에서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함)

마. 미등록 충원 실시함

바.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2014. 9. 12(금) ~ 9. 17(수)

2014. 9. 12(금) ~ 9. 15(월)

합격자 발표 2014. 11. 8(토)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4. 10. 12(일)

2014. 10. 7(화)

다. 선발방법 ⑴ 각 단계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⑵ 다단계전형(1단계에서 모집단위(전공)별 모집인원의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

단계 서류 면접 비고

1단계
100%

(800점)
-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활동보충자료는 최대 5가지 내용까지 가능하며,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가능

2단계
1단계 성적 

80%(800점)

20%

(200점)
- 면접 : 전공적성, 학업역량, 언어구사능력(지원전공 해당 언어 등) 등을 종합평가함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가.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외국어가 뛰어나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 외국고등학교는 2012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는 2012년 1차(4월) 이후 합격자부터 지원 가능함

공통

필수

선택

해당자

구분 비고제출서류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 -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

추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

활동보충자료 ●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음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서류 이외의 자료(CD 등) 제출 불가)

※ 작성 및 유의사항, 서식은 본 모집요강 59~60p 참조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외국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 2014. 9. 12(금) ~ 9. 16(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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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수학・과학 특기자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Art & Technology

다. 선발방법 ⑴ 각 단계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⑵ 다단계전형(1단계에서 모집단위(전공)별 모집인원의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

가.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수학・과학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

바. 전형일정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 모두 선발 / 2단계 : 면접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함(면접성적에서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함)

마. 미등록 충원 실시함

원서접수

서류제출 2014. 9. 12(금) ~ 9. 17(수)

2014. 9. 12(금) ~ 9. 15(월)

합격자 발표 2014. 11. 8(토)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4. 10. 12(일)

2014. 10. 7(화)

단계 서류 면접 비고

1단계
100%

(800점)
-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활동보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활동보충자료는 최대 5가지 내용까지 가능하며,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가능

2단계
1단계 성적 

80%(800점)

20%

(200점)
- 면접 : 전공적성, 수리능력, 학업능력 등을 종합평가함

구분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제출서류

공통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교사추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선택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CD 등) 제출 불가) 

 ※ 작성 및 유의사항, 서식은 본 모집요강 59~60p 참조

●활동보충자료

해당자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주민등록초본 1부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 2014. 9. 12(금) ~ 9. 16(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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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발방법 ⑴ 각 단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함

 ⑵ 다단계전형(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5배수를 2단계 대상자로 선발)

가.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라.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 모두 선발 / 2단계 : 면접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함(면접성적에서도 동점일 경우 모두 선발함)

마. 미등록 충원 실시함

단계 서류 면접 비고

1단계
100%

(800점)
-

- 서류평가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함

- 활동보충자료는 최대 5가지 내용까지 가능하며,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가능

2단계
1단계 성적 

80% (800점)

20%

(200점)
- 면접 :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다면적 사고력, 학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평가함

바.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2014. 9. 12(금) ~ 9. 17(수)

2014. 9. 12(금) ~ 9. 15(월)

합격자 발표 2014. 11. 8(토)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4. 10. 12(일)

2014.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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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및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1)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재외국민전형 포함)에서 최대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수험생이 6회(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모두 취소됩니다.

  3)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추가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수시모집 합격자(재외국민전형 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5) 수시모집 합격자(재외국민전형 합격자 포함)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나. 지원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합격 후 2015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단, 일본 등 3월 졸업국가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졸업하여야 합니다.

 다. 지원자격의 부적격,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 주요사항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락,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 전ㆍ후에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2.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시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력사항 착오, 오기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및 입금시점) 이후에는 지원철회, 지원자격, 지원모집단위 등의 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및 입금시점)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응시가 불가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원서접수 마감 전에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환불).

 라. 입학원서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 불가피하게 사진을 업로드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까지 반드시 사진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진(배경사진, 옆모습 등)을 업로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수험생과 가장 빨리 연락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을 잘못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연락처의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서강대학교 입학처(02-705-8621)로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전형료 결제(입금)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사. 기타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안내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사. 제출서류

공통

필수

선택

해당자

구분 비고제출서류
제출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생활기록부 1부(별도제출 필요 없음) - -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

추천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

활동보충자료 ●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음

 A4크기 5페이지 이내로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CD 등) 제출 불가)

 ※ 작성 및 유의사항, 서식은 본 모집요강 59~60p 참조 

 고교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변경된 자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고교과정 이수자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외국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마감 

   ① 온라인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 2014. 9. 12(금) ~ 9. 16(화) 21:00까지 입력 

  ②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③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7(수) 10:00~17:00(휴일 제외)

 5.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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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자   2015학년도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중 외국학교 졸업(예정)자

    ※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제출서류   외국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방법

 가.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대신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나. 2015년 2월 28일까지 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원본),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이후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처 : 서강대학교 입학처

4.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720-8027

5.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외교부 사이트 참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안내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아시아, 대양주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국가명

4.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일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및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험표 출력화면에서 수험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당일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및 각종 전자기구(휴대전화, 전자사전, PDA, MP3 등)를 소지하여 적발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라.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발표 당일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합격자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서강대학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입학전형 성적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모집단위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선택은 서강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아.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강대학교의 신입생 입학사정 원칙에 따릅니다.

 자.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3. 전형료 안내

전형명 전형료
전형료 환불금액

(1단계 불합격자에 한해 환불)

논술전형 65,000원 해당 없음

사회통합전형 50,000원 해당 없음

학생부교과전형 50,000원 해당 없음

학생부종합전형 90,000원 30,000원

고른기회전형 5,000원 해당 없음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외국어/수학・과학 특기자)
90,000원 30,000원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Art & Technology)
120,000원 20,000원

※ 다단계 전형인 경우, 1단계 불합격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환불금액을 송금할 예정임.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은행계좌번호는 전형료 환불계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15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반환방법(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학교 직접 방문)은 원서접수 시 선택하며,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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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서강대학교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제공한 공통양식을 활용하며,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본교 및 대교협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의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3.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학교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교는 대교협 유사도 검증기준을 준수하여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사실 검증을 위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며 

 유사도가 높을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동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미제출 시 서류미제출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2. 자기소개서는 입력마감시간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3. 여러 번 저장한 경우, 최종 저장한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전형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사회통합전형

알바트로스특기자 전형

(외국어/수학・과학/Art & Technology)

2014. 9. 12(금) 10:00 ~ 9. 16(화) 21:00

학생부교과전형

※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입력 및 수정 가능

2014. 11. 14(금) 10:00 ~ 11. 18(화) 21:00

자기소개서 입력 및 제출 기간

학생부교과/사회통합/고른기회/학생부종합/알바트로스특기자

자기소개서 작성(온라인 입력) 유의사항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 시 전형별로 각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는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만 제출함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국내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음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외국 고교에서 1학기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1. 입학원서(온라인 입력)     

 서강대학교에서 일괄 출력하므로 수험생은 인터넷 원서접수 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수험표는 1부 출력하여 논술 및 면접 전형 시 반드시 지참할 것

2. 자기소개서, 추천서(온라인 입력)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gang.ac.kr)에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

3. 활동보충자료

 ① 활동보충자료 목록표 :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② 증빙자료 : 5페이지 이내로 활동보충자료 목록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제출서류(지원자격 관련 서류, 그 외 기타 서류(예: 해외고 성적증명서 등))

  본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전형에 해당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5. 서류 제출방법

 ① 모든 제출서류 우측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전형상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⑤ 제출주소 :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전형별 제출서류 및 서식 안내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명
자기소개서(필수)

온라인

추천서(필수)

온라인

활동보충자료(선택)

오프라인

지원자격 관련 서류(필수)

오프라인

논술전형 - - - -

사회통합전형 ● ● - ●

학생부교과전형 ● ● - -

학생부종합전형 ● ● ● -

고른기회전형 ● ● - ●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 ● ● -

서식
안내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학생부전형(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고른기회, 사회통합)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본 모집요강 54p 참조)을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작성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이루어진 학업 및 교내・외 활동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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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식은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입력으로만 가능함(서면제출 불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 기 소 개 서

성명

지원전형

출신고교  년 월 (시/도) 고등학교 졸업(예정)

수험번호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성명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서강대학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강대학교 총장 귀하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의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시오(복수 선택 가능, 총 1,000자 이내).

   □ 지원자의 환경(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적 특성이 지원자의 삶에 미친 영향 

   □ 최근 3년간 지원자의 개인적 관심 또는 역량계발에 대한 경험적 사례 

   □ 기타(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여 기술)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해당)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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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지원자 유의사항

1. 서강대학교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제공한 공통양식을 활용하며, 

 추천자는 추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본교 및 대교협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교사추천서의 경우에는 지원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직 학교교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현재 수험생의 소속 고등학교 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3. 추천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작성해야 합니다. 단, 서강대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및 학원장, 과외 지도교사, 

 지원자 본인, 가족, 친척, 친구는 추천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적격 추천인이 작성한 추천서는 미제출로 간주하여 결격 처리합니다.

4. 추천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추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추천인 유의사항

1. 추천서 작성자는 작성 전에 지원자 인적기재 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된 추천서의 내용은 지원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서는 입학 전형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추상적인 언어나 미사여구 등의 서술은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천서는 입학전형 자료로만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4. 본교는 대교협 유사도 검증기준을 준수하여 추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사실 검증을 위한 유사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추천서는 고의적인 허위사실 기재나 대리 작성, 기타 추천서작성 유의사항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입학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 제출 유의사항

1. 추천서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미제출 시 서류미제출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2. 추천서는 입력마감시간까지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추천서 제출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3. 추천서 입력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추천서 제출 사이트

4. 여러 번 저장한 경우, 최종 저장한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외국고 출신 중 온라인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별도 안내합니다. 

해당전형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사회통합전형

알바트로스특기자 전형

(외국어/수학・과학/Art & Technology)

2014. 9. 12(금) 10:00 ~ 9. 16(화) 21:00

학생부교과전형 2014. 11. 14(금) 10:00 ~ 11. 18(화) 21:00

추천서 입력 및 제출 기간

학생부교과/사회통합/고른기회/학생부종합/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추천서 작성(온라인 입력) 유의사항

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부전형 추천서 작성 유의사항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만 해당)

1. 교사추천서는 추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교사추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 교사 및 지원 학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교사추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교사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지원 학생은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사추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외부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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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활동보충자료는 필수서류가 아니며, 지원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형 제출 서류입니다.

2. 활동보충자료는 활동보충자료 목록(온라인 입력 후 출력)과 증빙서류로 구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할 수 없으며,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활동보충자료 제출 유의사항

1. 활동보충자료는 활동보충자료 목록에 대한 설명 및 증빙자료 첨부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자가 서류내용을 식별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기 바랍니다.

2. 활동보충자료 목록의 각 번호당 A4용지 1p(총 5p) 이내로 분량이 제한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초과한 분량은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활동보충자료는 A4용지 규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단면으로 구성합니다. 

 서류형태 이외의 제본(책자), CD(동영상) 등의 자료는 제출 불가합니다.

4. 활동보충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발급기관, 출신(소속)고교 또는 본교 입학처에서 확인)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5.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본대조필된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순서는 번역내용, 원본대조필 사본 순입니다.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번역내용(원본) 서류는 제출 매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활동보충자료의 좌측 하단에는 쪽 번호를 기재하고, 우측 하단에는 수험번호와 지원자 성명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7. 활동보충자료는 분리되지 않도록 활동보충자료 목록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을 묶어(클립 또는 집게 사용) 제출하십시오. 

8. 활동보충자료 목록은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5p 이내의 증빙서류와 함께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활동보충자료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구분

 기간 : 2014. 9. 12(금) 10:00 ~ 9. 16(화) 17:00

 제출 :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 (원서접수 기간 중 24시간 입력 및 수정 가능)

 활동보충자료 목록(온라인 입력 후 출력), 증빙자료(5p 이내)

기간

장소
 (우)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입학처(아루페관 5층) 수시모집 담당자 앞   

 ⓐ 우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6(화)까지(마감일 등기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오프라인 제출 서류) 

     : 2014. 9. 12(금) ~ 9. 16(화) 10:00~17:00(휴일 제외)

 ① 활동보충자료 목록 입력

 ② 활동보충자료 구성

 ③ 활동보충자료 제출

학생부종합,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외국어/수학・과학/Art & Technology)

※ 본 서식은 추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추천서는 온라인 입력으로만 가능함(서면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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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서

3.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추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서강대학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강대학교 총장 귀하

 (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1,000자 이내)

평가 항목
3학년 전체

평가 대상

계열 전체 학급 전체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불가

1)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2)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3) 수업 참여도

* 지원자의 학업 관련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의 학업 관련 영역에 대해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성명

지원전형

출신고교  년 월 (시/도) 고등학교 졸업(예정)

수험번호

지원모집단위

-

■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

지원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          )              -

(          )              -

담당 과목명

E - mail

소속기관

지원자와 교류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추천인 인적사항

평가 항목

2) 성실성

1) 책임감

3) 리더십

4) 협동심

5) 나눔과 배려 

*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하여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평가불가미흡

58Sogang University 

활동보충자료 목록 작성 유의사항

1. 활동보충자료 목록은 지원자의 역량을 잘 대표하는 교과/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성격의 활동은 1개의 목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3. 활동보충자료 목록은 중요도 순으로 최대 5가지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본 모집요강 54p 참조)을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작성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7.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이루어진 학업 및 교내・외 활동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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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충자료

지원전형

성명

출신고교  년 월 (시/도) 고등학교 졸업(예정)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

1. 본인은 이 자료목록표와 자료 일체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귀교가 이 자료목록표 및 자료와 관련하여 내용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3. 본인은 이 자료목록표 및 자료에 허위ㆍ과장사실 기재, 대리 작성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4. 본인은 자료목록표 및 자료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강대학교 총장 귀하

연번 구분 내용

①

활동명

활동기간

학생부기재 □

3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자료 내용과 같아도 무방함)

②

활동명

활동기간

학생부기재 □

3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자료 내용과 같아도 무방함)

③

활동명

활동기간

학생부기재 □

3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자료 내용과 같아도 무방함)

④

⑤

활동명

활동기간

학생부기재 □

3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자료 내용과 같아도 무방함)

3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자료 내용과 같아도 무방함)

활동명

활동기간

학생부기재 □

활동보충자료 목록

※ 본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활동보충자료 목록표는 온라인 입력으로만 가능함

6160Sogang University 

A4 용지를 활용하여 좌측 하단에는 쪽 번호를, 

우측 하단에는 수험번호와 지원자 성명을 기재하시오.  

※ 본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증빙자료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구성하기 바랍니다.

- 쪽 - 수험번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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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A&T 최우수 장학금

A&T 우수 장학금

I. 신입생

수시장학금 구분 내용

혜택

대상

 8학기 등록금(첫 학기 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및 당해 학기 기숙사 입사 자격 보장

 모집단위(전공)별 수석(최초합격자에 한함)

혜택  입학 당해 학기 등록금(첫 학기 입학금  포함) 지급 및 당해 학기 기숙사 입사 자격 보장

조건

조건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 만점에 3.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 만점에 3.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대상  모집인원의 20%(최초합격자에 한함, 최우수 장학금 대상자 포함) 이내

알바트로스(수학과학) 최우수 장학금

대상  모집단위(전공)별 수석(최초합격자에 한함)

알바트로스(수학과학) 우수 장학금

혜택

조건

대상

혜택

조건

 8학기 등록금(첫 학기 입학금 포함)  전액 지급 및 당해 학기 기숙사 입사 자격 보장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 만점에 3.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_ 수학과학특기자 모집정원의 50%(최우수 장학금 대상자 제외) 이내

 1년(2학기) 등록금(첫 학기 입학금 포함) 전액지급 및 당해 학기 기숙사 입사자격 보장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4.30 만점에 3.50점 이상일 경우 계속 지급

* 주요 교외장학재단 

두을장학재단(삼성, CJ, 한솔, 신세계), 롯데장학재단(롯데그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아시아나그룹), 동부문화재단(동부그룹), 미래에셋박현주재단(미

래에셋증권), 연강재단(두산그룹), 정수장학회(故 박정희 대통령), 아산사회복지재단(현대그룹), 포니정장학재단(현대산업개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삼영화학

그룹), 미래의동반자재단(주한미상공회의소), 경동송천재단(경동제약), 수암장학재단(대림산업그룹), 우덕재단(한일시멘트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태광산업

그룹), 성련장학재단(김성해 선생), 방일영문화재단,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우학재단(S-Oil), 고촌재단(종근당), 구원장학재단, 정산장학재단, 한국지도

자육성장학회, 앨트웰민초장학재단, 돈암장학회, 인촌기념회, 선암장학재단, 농어촌희망재단 등 70여 개 장학재단 및 기업체

하비에르

장학금

보훈장학금

대여장학금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1/3

수업료 전액

(국고 포함)

일정액 

(100만 원~300만 원)

가계

곤란

보훈

대상

형제

자매

재학생

가계

곤란

근로

학생

15학점

15학점

15학점

15학점

기준

없음

기준

없음

2.5 이상

1.4 이상

2.0 이상

 총학생회에서 추천된 학생

 교내 기관에서 추천된 가계곤란 학생

 보훈청에서 수업료 면제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

 다산장학금 및 후생복지장학금을 신청한 가계곤란 학생

2.7 이상

기준

없음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적 중인 학생

 교내 행정부서에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2.5 이상

2.0 이상

 성적우수, 가계곤란,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개별 공지함

봉사

해외탐방

장학금
수업료의 2/3 수준기타

형제자매

장학금

근로장학금

수업료의 1/3

일정액

구분
수혜

대상 취득학점

수혜요건
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
장학금액

동문회장학금

국가장학금

100만 원 ~ 전액

 45만 원 ~ 전액

가계

곤란

가계

곤란

가계

곤란 등

가계

곤란 등

가계

곤란

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수급자를 포함한 가계곤란 학생

 수급자를 포함한 가계곤란 학생 및 가계곤란 학생 중 

 성적우수 학생

 수급자를 포함한 가계곤란 학생

 수급자를 포함한 가계곤란 학생 중 교내외 근로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다산장학금 및 후생복지장학금 신청자 중 장학재단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학생지원팀에서 추천
교외장학금 100만 원 ~ 전액

이사장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00만 원 ~ 전액

시간당 

6,000원 ~ 8,000원

2. 교외 장학금

구분
수혜

대상 취득학점

수혜요건
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
장학금액

학부수석

장학금

다산장학금

후생복지

장학금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전액, 

2/3, 1/3

수업료의 2/3, 1/3 

성적

우수

가계

곤란

15학점

15학점

12학점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학부별 최고 성적 학생 

 수급자를 포함한 가계곤란 학생

 수급자를 포함한 가계곤란 학생

2.5 이상

2.5 이상

2.0 이상

 전공 및 학년별 성적 우수 학생 

 가계곤란 학생으로서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추천된 학생

 다산장학금을 신청한 가계곤란 학생 중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5 이상

2.0 이상

2.4 이상

 2개 학기 연속 등록생 중 성적이 1.3점 이상 향상된 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학생

 수급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

성적

성적향상

장학금

장애인특별

장학금

생활장학금

수업료의 1/6

수업료의 2/3, 1/3

일정액

복지

성적장학금

지도교수

추천장학금

글로벌창재

장학금

수업료의 

2/3, 1/3, 1/6

수업료의 1/3

수업료의 2/3, 1/3 

II. 재학생

    1. 교내장학금

구분
수혜

대상 취득학점

수혜요건
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
장학금액

장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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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01 정문

02 알바트로스 탑

03 본관(A관)

04 학생회관(C관)

05 예수회공동체

06 삼성 가브리엘관(GA관)

07 금호아시아나 바오로 

 경영관(PA관)

08 토마스 모어관(T관)

09 마태오관(MA관)

10 메리홀(M관)

11 성이냐시오관(I관)

12 로욜라 동산

13 엠마오관(E관)

14 로욜라 도서관

15 최양업관(CY관)

16 하비에르관(X관)

17 다산관(D관)

18 곤자가 국제학사(GH)

19 후문

20 곤자가 플라자(GP)

21 떼이야르관(TE관)

22 정하상관(J관)

23 포스코 

 프란치스코관(F관)

24 리찌별관(RA관)

25 대운동장

26 아담샬관(AS관)

27 리찌과학관(R관)

28 예수회센터

29 김대건관(K관)

30 벨라르미노학사

31 서강빌딩

32 남문

33 아루페관(AR관)

34 체육관

35 청년광장

36 우정원(신축 중)

P 지하주차장

01  수용인원 

 약 960명

02  선발방법(신입생)

 입학 성적 및 통학 가능 여부 감안하여 선발

03  내부시설

 전용 식당, 체력단련실, 인터넷 라운지, 편의점 등

04  기숙사비 안내(2014년 1학기 기준)

 기숙사비 1,338,000원

 식비 492,800원  

05  문의

 TEL_ 02) 705-8811~2

 홈페이지_ http://gonzaga.sogang.ac.kr

01  수용인원 

 약 330명

02  선발방법

 입학 성적 및 통학 가능 여부 감안하여 선발

03  내부시설

 전용 식당, 휴게실, 세탁실, 기도실, 매점 등

04  기숙사비 안내(2014년 1학기 기준)

 1,294,200원(식비, 신입사비 포함)

05  문의

 TEL_ 02) 709-8600

 홈페이지_ http://dormitory.sogang.ac.kr

곤자가 국제학사 벨라르미노 학사

기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