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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다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펙 쌓기에 몰입하기 

보다는 미래와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소

양을 키우고, 똑같은 답을 되풀이하기 보

다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역량을 

키워야 자신만의 영역을 가진, 대체불가

능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는 잘 다듬어진 땅에 누구나 심는 작

물을 심고서 경쟁심에 휩싸이기보다는 측

량도 안 된 황량한 들판에 서서 땅과 자

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우직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서강의 교육

은 그런 통찰과 시야를 만듭니다. 서강에

서 배우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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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Big Question

서강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대학에 가고, 

왜 공부를 합니까?” 

더 나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혹은 막연히 성공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답변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better’와 ‘best’를 외치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비교대상을 갖는 패러다임은 여러분을 미래로부터 

단절시킬 뿐입니다. 대동소이한 지식의 축적은 아무리 총합이 

크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이 아닙니다. 

미래는 비교 가능한 인재가 아니라 대체불가능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요구합니다. 대체불가능한 인재가 되고자 한다면 남과 

달라야 합니다. 서강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대학에 가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다

래리 페이지

Google 공동설립자·최고경영자

21세기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터 

마크 주커버그

Facebook 공동설립자

전자상거래라는 신대륙 개척자 

마 윈

Alibaba Group 회장

온라인 커머스의 혁명

 제프 베조스

Amazon·Blue Origin 설립자

새로운 미래의 설계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스페이스X CEO

비디오예술의 선구자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물류배송의 거대한 신화 

프레드릭 스미스

Fedex 설립자

혁신과 시대의 아이콘 

스티브잡스

Apple 설립자

최초의 여성 자동차 CEO

메리 바라

GM CEO



different1960년 4월, 500년 가톨릭 
예수회의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설립된 서강은 그 시작부터 다름을 
추구했습니다. 서강이 지난 56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다름의 역량 
때문입니다. 서강은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부간의 경계를 허물어 개인의 
능력을 무한한 미래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국제교류 및 연구를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서강은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비롯해 세계적인 
영화감독 박찬욱, 국내에서 가장 
빠른 치타로봇을 개발한 공경철, 
게임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리더인 
권혁빈 등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가 요구하고, 세계가 원하는 
대체불가능한 인재는
서강의 다름에서 시작합니다. 
밤하늘을 빛내는 별처럼, 대양을 
향해 용솟음치는 강물처럼 서강의 
다름은 무한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생성합니다. 언제나 미래를 
사유하는 학풍,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서강의 
다름은 무한한 글로벌 역량으로 
세계를 리딩할 것입니다. irreplaceable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사물컴퓨터, 세포스티커, 
3D프린터, 인공지능 등 미래를 
향한 인재들의 대체불가능한 

도전은 처음에는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입을 수 없을까, 손상된 장기를 

쉽게 치유할 수 없을까 ....”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누구나 
세계사적인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질문을 다르게 
바라보고 깊고 넓은 사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역량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서강은 이 
역량을 대체불가능한 역량, 

서강인의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대학이 기존의 답을 

되풀이하는 기계적 인재를 양성할 
때 서강은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고, 그 질문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미래를 

창조하는 인재들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서강은 대체불가능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서강글로벌융합컬리지, 

하버드-서강질병바이오물리 
공동연구센터 등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으며, 새로운 
차이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뛰어난 
성취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대체불가능한 
서강인.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서강의 다름은 
무한한 미래를 
생성합니다

서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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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제 융합적인 가치를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융합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타 분야의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권혁빈 동문 
전자공학 92

스마일게이트 CEO

more answers on pag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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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경 교수 
지식융합학부 학장

세상을 현재 보이거나 배우는 상태로 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가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면적 사고와 
이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Sogang Answer

송태경 지식융합학부 학장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이 말하다

서강만의 
제한없는 전공제도와 
경계없는 학풍, 
내일을 향한 
융합적 가치창조의 
첫 걸음입니다



A&T, 국제한국학   지식융합학부

제한 없는 
전공제도
다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영학  경영학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공학부

사회과학부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자연과학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경제학부  경제학

서강의 전공제도 그리고 서강인 10

Self-Directing
● 자신의 꿈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

● 자발적 학문 탐구 및 적성에 꼭 맞는 전공 발굴

No Limit
● 8개 학부, 600개 이상의 전공 가능 

● 계열, 인원, 성적 제한 없이 4년내 2개 이상 전공 이수

Career
● 전공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진로 선택

● 졸업 후 30년을 내다보는 Career Building

Convergence
● 전공·학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교육 

● 저절로 커지는 융합적 사고력과 경험

11

2015년 

학생설계전공 

사례

스타트업 전공

융합소프트웨어 전공

바이오융합기술 전공

공공인재 전공

정치학·경제학·철학 전공

스포츠 미디어 전공

교육문화 전공

여성학 전공

한국발전과 국제개발협력 전공

동아시아학 전공

일본문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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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다전공 현황
2016학년도 졸업생 기준

43
경제학부

20
경영학부

50
자연과학부

15
공학부

50
지식융합학부

87
사회과학부

94
국제인문학부

71
커뮤니케이션학부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연계전공제도
앞으로의 공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999년 국내 대학 최초로 

개설한 연계전공제도를 통해서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새로운 학문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계전공제도는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연계하여 교과 과정을 구성하면 하나의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대학생활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
계
전
공
 현

황

많은 대학이 융합학문을 ‘말’하지만 융합학문을 ‘실현’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960년 개교한 이래 학문의 
경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전공을 당연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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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전공으로 나눠져 있지 
않기에, 서강대가 제한하는 것은 오직 제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사시스템
전공의 경계를 허물다
나만의 역량을 만든다
제한은 없다
융합적 역량 계발
서강의 전공 제도

커뮤니케이션학부   PD, 아나운서, 기자

경영학부   대기업, 대학원

공학부   산업체/대기업 연구원

국제인문학부   소설가, 통역사

사회과학부   외교관, 공무원

자연과학부   수학자, 연구원

경제학부   학자, 은행원

대한민국 최고의 

학사시스템

제한 없는 
전공제도

다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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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승인 현황
2016년 현재

내가 직접 설계하는 

나만의 특별전공 

학생설계전공제도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전공을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전공 제도로 통합적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학생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1998년 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전공 이상, 54학점 

이상의 교과 과정을 편성한 후 교무처에 

전공으로 신청하면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전공’으로 공인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면 당연히 사회진출 시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실력과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적 사고력이
탁월한 

금융공학자

기초과학 
정책 전문가

지역 문화에 
해박한 

외교 전문가
인간을 
이해하는 
IT 기획자

관리자로 
성장하는 

경영자 관점의 
엔지니어

마켓3.0시대의 
디지털 마케터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콘텐츠 전문가

미디어경제를 
읽는 

방송통신 
전문가

종교학, 영미문화, 유럽문화, 중국문화

국제인문학부  국문학, 사학,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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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스로 규정지은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고 
나만의 플랜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설계전공만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매일의 학교생활이 너무나 

새롭고 즐거워 습관처럼 그 공간과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강에서 학문을 

깊이 있게 배웠고 그것은 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진이론이나 사진학과의 

한계를 넘어서 더 울림이 큰 사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강의 학생설계전공은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기회였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토리텔링‘ 전공을 설계하고 

승인받기까지 교수님들의 세심하고 엄격한 

지도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성을 갖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서강 안에서 그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내가 그 꿈을 

설계해보자!” 라는 당당한 포부를 이야기하는 

큰 울림이 되기까지. 학생설계전공은 

백 마디 말보다 가치 있는, 나만의 진정성을 

서강이 증명하는 멋진 이름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매그넘 소속 사진가가 되고자 

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매그넘 소속 

작가들은 포토그래퍼이자 학자이며,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뭉친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들의 사진은 매체를 뛰어넘는 강력한 울림이 

있습니다. 매그넘 작가들처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꿈을 
창조한다

Visual Storytelling 

최근우
사회학, 신문방송학, 비주얼스토리텔링 10

Creat ing dreams wit h passion and insight

미래가 요구하는 크리에이티비티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다전공은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제도입니다.

굉장히 강해서 관심이 생긴 분야에서만큼은 

성과를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어쩌면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시도한 또 하나의 도전, 

서강영화상을 탄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무모한 도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강영화상을 타고난 뒤, 영화감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장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은 자주 바뀌어왔으니까요. 그러나 

행여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영화에 빠져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성이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만큼 

많이 접해봐야 합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는 무슨 전공일까요? 

무슨 영역일까요? 제가 하는 일처럼 세상은 

전공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서강의 

다전공을 통해서, 그리고 도처에 있는 다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본인만의 영역을 

찾아보세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회학이 그 

자체로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제가 만드는 

콘텐츠의 깊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학은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캘리그라피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글자'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해낸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한글은 작가의 창조적 

자유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학적으로 구성된 언어인 동시에, 예술적인 

여지도 충분한 셈이죠. 예전부터 승부욕이 

입체적인 
역량 계발로 
차원이 다른 
인재로 
성장한다

Ar t & Technolog y

Growing into different iated 

이
호
원

A
&
T,
 사

회
학
 1
3

talent t hrough 3D competency development

서강의 전공제도 그리고 서강인

A&T

사회학

비주얼스토리텔링

신문방송학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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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학도로 학교를 들어왔으나 연계전공을 

통해 공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게 서강대는 큰 기회를 제공해줬습니다. 

발명창업동아리를 통해 수많은 기획 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1년 동안 30여 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 후보 

고산씨를 보고 히말라야 등정을 꿈꿨습니다. 

360°VR카메라를 들고서 등정과정을 세계 

최초로 촬영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공할 수 

꿈을
가능성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발전시킨다

Convergence Soft ware

Turning dreams into possibilit ies and turning

possibilit ies into realit y

경영학도인 제가 IT 관련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융합한 통찰력까지 갖춰 
미래의 제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서강의 전공제도와 지원의 
힘 덕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수많은 학우들이 있는 
서강의 DNA덕분입니다.

현
재
훈

경
영
학
, 융

합
소
프
트
웨
어
 1
2

있었던 것은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필요하면 발이 

부을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녔고, 시간이 

부족하면 먹는 시간과 잠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강대학교의 후원을 받아 히말라야 

칼라파타르(해발 5550m)봉 등정과정을 세계 

최초로 VR카메라에 담고 네팔 대지진 후의 

상황을 VR저널리즘을 통해 촬영하는 데 성공한 

이후, 많은 축하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현재 파리에 교환학생으로 

와있으면서 유럽 각지의 명소와 카니발, 대자연 

등을 360°VR 카메라에 담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지 

몰라 단순히 희망사항에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밥상을 차려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한번이라도 집중해서 

하다보면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해낸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했던 일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인지, 스스로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전공 전통 위에 대한민국 리더로 우뚝 선 서강동문

 

개교 이래 지금까지 서강은 가치있는

 세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리딩해온 

대체불가능한 리더를 배출해 왔습니다. 

서강의 리더들은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함으로써 차별화된 

전통을 구축해 왔습니다. 서강이 

구축해온 대체불가능한 리더의 전통, 

이제 여러분이 이어갈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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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박근혜  전자/물리 70 18대 대통령 

정진행  무역/경영 75 현대자동차 사장 

이광구  경영/무역 76 우리은행 행장 

박찬욱  철학/신방 82 영화감독  

이희성  전자/컴공 81 전 인텔코리아 대표

남궁훈  경영/영문 91 카카오 CGO, 엔진 대표이사

송창의  신방/사학 70 전 CJ E&M 센터장

김낙회  신방/철학 70 전 제일기획 사장 

이덕훈  수학/물리 67 수출입은행장 

안호상  정외/사회 79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김덕용  전자/물리 76 KWM 대표이사 

유정훈  경영/신방 83 쇼박스 대표 

손정은  정외/신방 01 아나운서

양희은  사학/국문 71 가수 

정한용  경제 74 배우

김한별  신방 01 KBS 아나운서

박현용  신방 07 tvN 예능 PD 

권수혜  불문/경영 08 제일기획 기획부 

홍진아  영문/신방 09 KBS 기자 

김소현  중문/신방 01 JTBC 앵커

이윤정  영문 98 영화감독 

심영섭  생물/심리 85 영화평론가 

안현주  수학 91 현대자동차 IT기획실 이사

장유진  수학/컴공 02 루카스필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박수진  미문/정외 07 외교관

이석근  경영학 82 전 롤랜드버거 한국법인 대표

공경철  기계공학 00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심준용  국문/신방 01 애플 그래픽 디자이너

최동훈  국문/신방 90 영화감독 

김학원  국문/철학 81 휴머니스트출판그룹 대표 

문성근  무역/사학 72 배우,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우현  화공/화학 87 OCI 사장 

권혁빈  전자/컴공 92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회장  

김경수  전자/수학 85 넥스트칩 대표이사 

김경환  경제/수학 76 국토부차관

김광두  경제/경영 66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영태  경영/무역 75 SK 부회장 

김진원  신방 68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류승우  경영/회계 78 삼일회계법인 대표 

문재철  신방/사학 77 전 스카이라이프 사장

박동건  전자/물리 77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지우  정외/경제 75 KB캐피탈 사장

배영호  신문방송 79 배상면주가 대표

서명석  경영/신방 80 유안타증권 대표

서병수  경제/경영 71 부산시장

여승주  수학/경제 79 한화투자증권 대표

이홍희  심리/경영 06 tvN PD  

이상웅  경영/무역 77 세방그룹 회장 

이성민  전자/수학 82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 

이성희  경제/정외 85 JP Morgan 서울지점장  

이원복  사학/교육학 72 경기도박물관장 

이정향  불문/신방 83 영화감독 

이주연  영문/사회 82 피죤 대표이사

전계수  철학/정외 90 영화감독 

조규상  경영/경제 86 NH투자증권 대표,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대표

조의경  영문/경영 01 GE 본사 상무

최현무  국문/철학 72 교수, 소설가 

최휘영  영문/정외 83 네이버 사외이사, 

 전 NHN 비즈니스플랫폼 대표이사

홍성국  정외/경제 82 KDB대우증권 대표

황성현  경영/경제 86 SK플래닛 아메리카 VP, 

 전 Google 본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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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의 
남다름이
대한민국의
대체불가한
리더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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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의 전공제도 그리고 서강인

경영학

융합소프트웨어



Cross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Art&Technology전공에서 공부하다보니 VR/AR, IoT, 컴퓨터그래픽 등과 같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수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이러한 기술들을 접하고 

구현해보면서 자연스레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그 뒷부분(백엔드)에 있는 컴퓨터의 자세한 구조와 원리를 알고 싶어졌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한 컴퓨터 기본지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다전공으로 

융합소프트웨어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일에서는 

컴퓨터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컴퓨터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적인 생각 방법은 제가 

디지털미디어아트나 App과 IoT 기기 같은 제품을 만들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건 서강의 융합교육이 있었기에 더욱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적 

사고를 함께 하는 인재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크로스 다이얼로그 1716

다를 것만 같은 두 학문에서 
많은 공통점과 교집합을 발견했어요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 꿈을 향한 시야를 더욱 넓히기 위해 신문방송학의 기본을 이루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학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을 다전공 하면서, 극명하게 다를 것만 

같은 두 학문에서 많은 공통점들과 교집합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연계전공 중의 

하나인 교육문화 전공과목을 수강하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쌓았습니다. 교육문화 전공 수업을 

들으며 언론과는 전혀 별개의 관계에 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언론 혹은 방송이 교육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경계 없는 학문 간의 결합으로 하나의 학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김재중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소프트웨어 13

최정우 교수
화공생명공학 

서강의 사제지간은 창의적 질문과 그 질문에 응답하고, 또 다른 질문을 생성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눈앞의 이익보다는 더 큰 미래를 
만들 줄 아는 인품을 키우는 서강의 사제지간은 서강의 저력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미래, 그 자체를 
생성하는 서강의 양방향 

교육 네트워크

송주희
신문방송학, 정치외교학 14

dialogue
최진석 교수

철학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의 가장 큰 덕목은 멀리 보고 꿈을 공유하는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배출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없으면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열게 하려면 

자기만의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꿈과 배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려면 

자신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있는 틀 안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틀을 깨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의제는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틀을 깰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한 창의력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1등, 2등이 아니라 일류, 이류입니다. 1, 2등은 이미 있는 시스템 안에서 

매겨지는 등수지만 일류, 이류는 흐름을 다르게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재가 바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든 이미 있는 것들과 결별하려는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 사회, 정치 등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분야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강의 융복합교육은 여러분을 창의적으로 상상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강의 인재 한명 한명이 틀을 깰 때 사회는 더욱 크게 나아갈 것입니다.

창의성으로 융합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다
여러 기술융합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는 생명과학의 기초 과학적 

특성과 공학의 응용 특성이 결합된 바이오 융합기술입니다. 바이오 융합 기술이 

의료서비스 분야로의 응용에 중심을 두고 있어 건강과 수명 연장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열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재료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체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듯이 융합기술에도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암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융합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으로부터 새로운 시선 찾기, 

상상력, 직관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창의성으로 연결됩니다. 창의성은 

기술의 암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더욱 새로운 융합기술을 만드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관점과 인문학적인 관점의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권위와 감정이 아닌 

설득을 위한 소통의 결과입니다. 서강의 인재들은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에 기반을 두어 융합기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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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의 ‘앞’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미래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을 서강에서 키웁니다.

Different to Irreplaceable

1>1  TWO ONES ARE              NOT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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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나의 서강

서강대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원하는 인턴십 

기회를 찾을 수 있었으며, 교내에서 제공하는 이력서 첨삭 및 

모의면접을 통해 취업준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우형 동문(컴퓨터공학, 경영학 08)

Google Analytics Specialist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서강의 학우들과 

공부해온 덕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많은 발표를 

하였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환경에 놓인다고 해도 적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서강으로 공부하러 온 

외국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이후에도 서강의 국제화는 계속됩니다.

박진성(신문방송, 심리학 13)  

University of Scranton 교환학생

서강대를 나왔다고 하면 어떤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성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동문들을 회사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공부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동문(중국문화, 경영 10) 

아모레퍼시픽 Travel Retail TM팀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은 <중국 현지학점이수제도>에 따라 베이징에 위치한 

칭화대학 중문계와 협정을 체결하여, 매년 봄 학기에 중국문화전공 소속 학생을 

파견하여 기초과목을 수학하게 하는 현지학점이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점 

이수 외에도 중국인들의 언어나 생활 등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칭화대 내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칭화대에 갔다 온 후 외국어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문과 선배들이 새롭게 만든 한중 교류 커뮤니티인 CC 

Crew 활동을 통해 중국인 교환학생과의 언어교환 및 문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학기에 중국 우한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입니다.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회화 실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베이징 문화와 중국 남부 

지방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백진호(중국문화, 경영학 12) 중국 淸華大學 교환학생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지식융합학부였어요. 두 개의 다른 

융합학문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학과인 국제한국학과도 교육과 

실천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학과나 교수님께서 항상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예술고래상회 - 박인영(A&T 13), 

윤영빈(국제한국학, 스타트업 12) 

창업맞춤형지원사업 선정,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서강AD 선배들이 대상을 탄 32회에 이어 저희도 

2,503: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강은 공모전 따로 수업 따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실무 수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크리에이티브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크리이에티브는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강에서 제대로 

사고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서강AD - 손한규(신방,경영 12), 

윤여훈(신방 10), 이웅제(신방 10)  

제36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대상

서강의 시스템은 서강인들의 꿈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서강인들의 꿈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강의 시스템, 그 다름의 진면목을 

서강인들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들어보십시오.
서강이 말하다 서강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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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년 1학기

173명 지원 ▷ 168명 선발

2015년 2학기

215명 지원 ▷ 207명 선발

96

2016년 1학기

181명 지원 ▷ 175명 선발

97

교환학생 지원 현황 및 
선발결과

3

66

131 Europe

Asia

South America

Africa

95
North America

2

13

10

19

31

2

2

13

Oceania

60 countries 
327 univs.
교류협정체결 대학 현황

(2016.3월 기준)

미래인재의 꿈을 
구현하는
글로벌 서강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변화의 물결이 가속화될수록 글로벌 
인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세계와의 
풍요로운 만남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연간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 및 
문화연수, 해외기업 인턴십, 해외대학 
썸머스쿨 등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세계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서강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강의 인재들은 언제나 모든 경계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위해서 만들어진 서강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매해 양교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스포츠, 문화공연, 학술미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상호 학생들을 

파견합니다. 학생들은 SOFEX 행사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진정한 화합과 

교류의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국제 하계 대학

Sogang Korean Studies Summer Program 

국제하계대학은 한국학 관련 수업과 

필드트립으로 구성된 4주간의 하계방학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수강 대상은 

해외대학 재학생이지만, 서강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하며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하계대학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서강대 교수님 

또는 해외 유명대학에서 초빙된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서강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사전 

준비로써 수강하면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http://summer.sogang.ac.kr

Sogang
University

Boston
College

Sophia
 University

College of the 
Holy Cross

Georgetown
University

SO

CIETY OF JESUS

예수회 명품 교육 네트워크 
서강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탄생시킨 예수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서강은 뿌리부터 다른 글로벌 
DNA로 학문에 대한 엄격함과 
자유로운 학풍의 조화라는, 
소수정예 학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강은 독일 뮌헨공과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일본 소피아대학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UC 버클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등 
전 세계 예수회 대학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캠퍼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 

본교와 협정을 맺고 있는 해외 대학에서 1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Exchange Student Program)과 

해외 파견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문학생 

프로그램(Visiting Student Program)으로 

구분됩니다. 

● 빙그레 글로벌 해외명문대학교 써머스쿨

세계 최고 수준 대학(Harvard, Stanford, UC 

Berkeley, Cambridge 등)의 썸머스쿨을 

하계방학 중 수학하고 계절수업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 해외 리더십 프로그램

Global Leadership Program 

아시아 지역 5개 예수회대학교 간의 공동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각 학교 학생들은 

개최대학교에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 토론, 발표 

및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만큼 학생들은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AJCU-AP Service Learning Program 

(SLP) 동아시아 지역 예수회대학교들의 대학생 

봉사 및 체험학습 단기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현장체험, 이론 교육을 

통해 가난한 이웃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전통적인 예수회대학 

교육 이념을 바탕에 두고 공부하고 있는 여러 

나라 학생들과의 친교활동과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SOFEX

Sogang-Sophia Festival of Exchange 

서강대학교와 198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예수회대학인 일본 소피아대학교와 2010년부터 

양교 학생 및 교원 간에 실질적인 교류를 

1547년을 시작으로
100여 개국 

226개 대학을 설립한 
예수회 네트워크

● 전임교수 10명 중

외국인 교수 6인으로 시작

● 미국식 학사시스템 도입

Loyola
Marymount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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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시스템 특징 및 차별성

진로지도 

인력의 전문성

◦ 내부 인력의 진로지도 전문역량 보유 

 (교육학, 심리학 등 석박사 학위, 직업상담사 등 

 자격증, 심리검사 등 다수 진로 지도 교육 이수)

◦ 내부 직원이 다수의 진로프로그램 직접 운영 

 (기획/강의/상담/진행)

맞춤형 

진로교육

◦ 학년별, 수요자별(신입생, 여학생, 미취업 졸업생 등) 

 맞춤형 교과목 및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취약계층 (장애학생, 새터민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산학밀착형

프로그램 지원

◦ 산업, 기업, 직무에 필요한 실무 맞춤형 교육 지원  

◦ 기업체 연계 프로그램·기업체 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 창업포인트제, UCC공모전 등을 통해 창업 분위기 조성  

◦ 찾아가는 취업지원팀, 11월의 미리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조기 취업준비에 대한 관심 유도

단계별 체계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역량 개발, 

 사회진출 준비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 지도 시스템 구축

진로+취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서강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에도 지대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연계전공’을 신설하고 

소수정예의 창업 엘리트 양성을 위한 ‘기업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창업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학생들에게 

학교의 인프라를 총동원해 신사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마스터플랜,
서강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존의 직업군이 하루가 다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능력 또한 과거의 
잣대로는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서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최적화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의 
입체적 운영을 통해 서강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적 진로교육시스템(맞춤형 취업 지원) 

평생지도교수제, 진로심리검사, 진로 교과목, 개별 및 집단상담, 

멘토링을 포함하는 전주기적 진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습형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동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및 졸업생

전주기적 
상담

평생지도교수제도

진로
심리검사

신입생 행동
진단 검사

진로심리검사
(MBTI, Holland)

ACE 진로탐색 검사
(STRONG)

직무탐색 검사
(Extended-

DISC)

교과목

신입생 세미나
진로개발세미나

CEO 경영 특강
글로벌기업 CEO 특강
기업경영과 리더십 훈련

청년취업 
아카데미

창업과 기업경영

진로개발세미나
진로탐색

여성과 취업

비
교
과

프
로
그
램

개별
상담

인별 맞춤형 진로 프로파일 제작
학생 개인별 1:1 코디네이터
진로심리검사 해석 상담 및 

워크샵

잡카페 진로 상담
외부전문가 진로컨설팅
진로 및 취업 심층상담

집단
상담

신입생 대학생활 
및 진로 집단 

간담회

복학생 및 편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및 진로 집단 간담회　

취업캠프
창업캠프 

진로탐색 Start-Up
진로탐색 
Jump-Up

진로탐색 
Make-Up

동행(장애학생 진로상담) / 새꿈달(새터민학생 진로상담)

멘토링
잡카페 진로 이벤트

서강커리어 멘토링 / 동문선배와의 만남

미취업 졸업자 
1:1 맞춤형 
컨설팅

JOB CAFE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대학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서강대학교는 

종합 진로 준비 공간으로 ‘잡 카페’를 설치하여 진로 준비 스터디 및 모임 존, 

진로 관련 도서열람 존, 정보검색 부스 존, 진로상담 존, 카페(휴식) 존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강대 베르크만스 우정원 3층 302호에 위치한 

잡 카페는 9시~18시 (방학기간 중에는 10시~5시) 동안 운영되며 홈페이지 

(http://job.sogang.ac.kr/jobcafe/)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심층상담 및 

스터디룸 대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통계분석력, IT/SW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취업률과 취업의 ‘질’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강대의 성과 뒤에는 저학년부터 취업준비생까지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짜인 훌륭한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들과 잡 

카페라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nterview
진로설정/탐색

◦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 진로개발세미나

◦ 서강 커리어 멘토링

◦ 잡카페 이벤트

◦ 서강ACE 검사

◦ 취업 START-UP

구직활동 지원

◦ 주제별 취업특강

◦ 취업박람회

◦ 채용설명회/면담

◦ 취업스터디 WE

◦ 미취업자 맞춤형 컨설팅

취업준비

◦ 산업/기업분석스터디

◦ 직무 릴레이 세미나

◦ 현장실습

◦ 기업체 연계 공모전

◦ 주제별 집단상담

◦ 동행/새꿈달

취업스킬 함양

◦ 고학년 취업캠프

◦ 입사지원서 마스터

◦ 이력서 클리닉

◦ 모의면접

◦ 직무적성검사

◦ 취업 MAKE-UP

창업 및 성장촉진

◦ 융합클리닉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

◦ 공동장비활용센터

◦ 서강비즈니스센터

창업교육

◦ 창업교과목

◦ 창업캠프

◦ 릴레이세미나

◦ 창업토크콘서트

창업발굴

◦ 창업동아리 발굴

◦ 스타트업 페스티발

◦ 창업경진대회

창업육성

◦ 전담 멘토링

◦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지원

이수현 동문 아모레퍼시픽 Travel Retail TM팀
중국문화전공 10학번으로 입학하여 칭화대에서 방문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고, 빙그레 글로벌 장학금을 받고 미국 뉴욕에서 한달 간 

미국 체험을 하며 글로벌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서강대 취업지원팀에서 제공하는 ‘동문들이 

진행하는 간담회’에 참가하여 각 사업별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으면서 제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어 역량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면세 디비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고 외국인 고객을 접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갖춰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저는 중국문화를 전공했지만 여러분은 어문계열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서강의 열려있는 기회를 꼭 활용하세요.

김우형 동문 Google Analytics Specialist 
Google Korea에 입사했을 때 동문들이 계신지 전혀 몰랐었는데요. 다양한 팀에 계신 

서강대학교 출신 시니어분들을 알게 됐고, 그 분들에게 향후 커리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는 멘토-멘티와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강대가 소수정예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 

가족적인 분위기가 바탕이 되어서 사회에서 만난 동문들 한 명 한 명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 출신들이 꼼꼼하고 

hardworking하다는 인식이 있어, 신입으로서 인정받기 편하고 이후에는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쯤은 꼭 해외여행을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길 

바랍니다. 서강의 국제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환학생 경험도 꼭 가져보십시오. 

저도 부다페스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시야를 활짝 넓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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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교육의 우월성

2013년 실제취업률 1위

2013년 유지취업률 2위

2014년 서울 10개 대학 취업률 2위

출처  조선일보 사회면 2013. 2. 4(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지역 대학 기준)

출처  조선일보 사회면 2013. 2. 4(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지역 대학 기준)

출처  대학알리미 

유지취업률이란? 대학 졸업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

구분 설명

KS-SQI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종합대학교 1위

 (2007, 2009, 2010, 2012, 2014, 2015)

IEQAS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인증기관(2011~2015)

동아일보 청년드림 
대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대학(2013~2015)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대학(사립) 1위(2014, 2015, 2016)

참교육대상 
최고대상

한국언론인연합회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최고대상(2014)
한국언론인연합회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창조융합교육부문 종합대상(2015)

학부교육 선도대학
(ACE) 육성사업

2010년(4년간 지원), 2015년(4년간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산학협력 선도대학 기술혁신형 선정(2014)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CKⅡ)

경영, A&T, 신방, 유럽문화 선정(2014)

창업 보육센터
최우수 평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평가 3년 연속 최우수(2012~2014)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산학협력단 혁신유형 선정(2015)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선정(2015)

과학기술 창의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2015)

국제협력 선도대학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최종 선정(2016)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2016년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선정(3년간 지원)

서강대학교

K대학교

S대학교

K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S대학교

S대학교

Y대학교

Y대학교

Y대학교

S대학교 K대학교

‘단 한번의 4년을 제대로 공부하는 대학’

대학(大學)다운 학풍과 제대로 공부한다는 자부심. 

서강교육의 우월함은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율
* 재학생 중 한가지라도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 포함)

서강학파, 세계에서 인정하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서강인재 

◦ 기계공학과 이정철-김동철 교수팀,  중공(中空)의 

 튜브 형태 레조네이터 질량센서 개발로 나노분야  

 최상위 학술지 ‘나노 레터 (Nano Letters)’ 게재

◦ 전자공학과 송태경 교수팀, 

 국내 의료기기 벤쳐기업인 ㈜한소노와 ‘초소형 

 초음파 진단기기 기술 이전 협약’ 체결

◦ 과학기술창의상 장관상 수상

◦ 화공생명공학과 문준혁 교수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리소그래피 기술을 통해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 카본 소재 합성 기술을 개발

◦ 경제학과 조장옥 교수,  제 46대 한국경제학회장 취임

◦ 경영학과 박영석 교수,  제 33대 한국증권학회장 취임

◦ 문성욱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

◦ 사학과 임지현 교수, ‘Mass Dictatorship in the  

 20th Century’ 시리즈 완간

◦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엔자임 학술상 수상

◦ 전자공학과 윤상원 교수, ‘제16회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을 맞이하여 전파방송 진흥유공자로 선정

◦ 전자공학과 IC설계연구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동상 수상

◦ 장진호 교수, 망막질병 진단에 최적화된 초음파 

 배열변환기 세계 최초 개발-IEEE Trans. 

 on UFFC 학술잡지 표지논문 선정

◦ 법학전문대학원 엄동섭 교수, 황조근정훈장 수훈

◦ 전자공학과 최우영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삼차원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세계 최초 구현

◦ 화공생명공학과 최정우 교수, 

 2015년 국가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서강-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공동연구센터 

 국내 최초 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사관생도  

 방문연구

◦ 성호경, 이성범, 계승범, 서동욱 교수,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선정

◦ 강태욱·김동철 교수, 질병진단센서에 응용 가능한 

 초미세간극 금속센서 개발

◦ 물리학과 이범훈 교수,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취임

◦ 화학과 신관우 교수, 세계 최대 산학협력 EXPO에서 

 Innovation Award 수상

◦ 물리학과 정현식 교수팀이 참여한 국내연구진이 

 원자 한층 두께의 그래핀을 이용하여 고효율 가시광 

 발광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

◦ 화학과 신관우 교수 연구진이 손상된 장기와 피부에 

 붙여 회복을 돕는 “세포 스티커” 제작 기술을 개발

◦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학수 교수,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최고의 권위 있는 언론·커뮤니케이션학   

 학술단체인『ICA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

◦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 (現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

◦ 전자공학과 최경민-김승규 학생,    

 한국반도체학술대회 우수논문 선정

◦ 기계공학과 송정기, 이재설, 김석범, 김광석 학생,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대학 부문 금상과 은상 수상

◦ 안요섭 학생(정치외교 13), 통일부 주최 ‘제 3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통일홍보 방송광고

 현상공모’에서 통일 논문 부문 우수상 수상

◦ 가치투자동아리 SRS 박운(경영 09), 한재훈(경영 09),  

 정준수(경영 10), 최영산(경제 11), 이병미(경영 12)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제1회 K-OTC시장  

 기업분석보고서 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가치투자 동아리인 SRS 한규민(경영 10),   

 한대인(경영 10), 김용성(철학 11), 김동휘(경제 11),  

 조아해(경제 14)가 ‘CFA IRC’ 한국대회에서 준우승

◦ 물리학과 김동진 학생, 

 ‘한국물리학회 가을 학술 논문 발표회’ 

 최우수 발표상 수상

◦ 의무소방 출신 학생으로 구성된 서강대 4드론팀  

 박경록(경영 10), 현재훈(경영 12), 남성현(경영 10),  

 서동찬(기계 11)이 LG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에서 

 우수상 수상

◦ 사학과 임평섭(석사과정) 학생과 김미소(사학 10)  

 학생, 문화재청이 주관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화재 안내문안 만들기’ 공모에서 우수상 수상

◦ 화공생명공학과 학생팀,  

 ‘제4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2팀), 입상 수상

◦ 전자공학과 학생팀, ‘2015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게임교육원 박진영 학생, 

 2015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최종 우승

◦ 컴퓨터공학과 권순재 학생 외,

 ‘2015 국어정보처리시스템 경진대회’ 대상 수상

◦ 현재훈 학생(경영 12)이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인 

 동상 수상

◦ 이경민(사학 09), 조형재(철학 09) 학생팀, 

 ‘2015 핀테크지원센터 IDEA 공모전’ 대상 수상

◦ 설지원 학생(경영 08),  

 제32회 ‘DCA 광고대상’ 금상 수상

◦ 서강AD팀(이웅제(신방 10), 윤여훈(신방 10), 

 조용찬(신방/심리 11), 손한규(신방 12) 학생팀), 

 제36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대상 수상

◦ 신소운(철학 14) 학생, 

 ‘漢語橋 세계 대학생 중국어대회’ 

 세계 3위,  아시아 1위 수상

◦ 박진만 동문(영문 06), 

 저명 SSCI 학술지에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

◦ 경영학부 학생팀, ‘제6회 창의메이커스데이’ 

 최우수상 수상

◦ ‘아시아나 드림윙즈’ 5기 최우수팀에 

 우리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L4S팀 

 (이경민(사학 09), 최재혁(경영 11))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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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김세진(09) 학생, 
2015년도
5급 공무원 
일반행정부문 

수석 합격

화학과 윤경병 교수, 
고성능 CO₂ 포집체 

세계 최초 

개발로 세계적 
권위의 사이언스
(Science)지에
논문 게재

서강 프라이드

캠퍼스 밖에서 
인정하는 서강의 성과
서강은 인재의 성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강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에 있어 탁월한 
수준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종 대회나 공모전에서의 압도적인 수상실적은 물론 
중요 산업 분야와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학에 가려고 하니?”

지우를 만났을 때 제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혼자 독일로 건너가 1년 동안 공부하다가 

돌아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만날 수 없는 시골 어느 마을에서 

독일 아이들과 어울리며 1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며 어렵게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왔다는데 참 짓궂죠? 어렵게 찾아와 

대학 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친구에게 

처음 건넨 질문이 ‘왜?’였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녀석은 참 밝았습니다. 

지우는 학교 공부가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매일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업방식은 딱 질색이었다고 해요. 

녀석은 요리와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답니다. 멋진 셰프가 되는 것도 좋지만 

푸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데도 요리사 자격증은 

이미 취득했고, 독일에 가서도 푸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용감하게 혼자서 독일로 

건너갔고, 거기서 또 1년 동안 멋지게 

보냈으니 참 대단한 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에 녀석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요.”이라고 대답하네요. 

대견했어요. ‘이 녀석 봐라.’ 속으로는 

놀랐지만 또 다시 질문했지요.  

“그럼 꼭 대학에 가야할까? 안 가도 찾을 

수 있잖니? 네가 좋아하는 일.”

“네. 넓어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독일에 가서 참 많은 나라에서 온 제 

또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은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업만 생각했거든요. 푸드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 이건 직업이고, 

제가 이런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자신 없었어요.”

녀석의 눈동자가 참 맑아 보였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구나. 참 깊은 아이구나. 

그렇지만 조금 더 질문을 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니?”

독일에서 만난 친구 때문이랍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대학에 

가면 지식도 지식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면 세상은 훨씬 빨리 

문을 열거라고 했답니다.   

이미 지우는 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분명했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정고시 

끝나고, 대학원서 쓰는 기간, 전형일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상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뿌듯했고, 

지우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녀석은 멋진 대학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것이고, 무척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오늘을 

불태웁니다. 이유도 참 다양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애써 대학에 들어가 막상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남을 따라가기 보다 어떤 삶,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큰 가치가 되는 

사회입니다. 지우 말 대로 대학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든든한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서강 칼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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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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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서강대학교는 
158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1960년에도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大學다운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의 요청에 
서강은 어렵지만 특별한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보다는 
158명의 인재들을 모두 
본인의 분야 최고로 만들겠다는 어렵고, 특별한 길. 
그래서 시작된 서강의 철학

Two ones are not equal

그렇게 시작된 서강은 
단시간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1%의 리더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도 서강은 
타 대학의 절반이 되지 않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강은 여전히 그들을 
남다른 역량을 가진 only one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서강이 선택한 길, 서강이 선택한 철학, 
지금도 서강이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걷게 될, 
이 어렵고 특별한 길은 
서강인에게는 최고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1> 1

2017 수시모집  

2017 정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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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입학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전공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수시 정시 정시

논술

학생부종합 알바트로스특기자

사회 
통합

고른 
기회

수시
합계

일반
농어촌 
학생

기회
균형 
선발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
교육 

대상자
자기

주도형
일반형 외국어

수학
과학

Art& 
Tech

nology

인문 
사회

인문계

국어국문학

134 35

11

40 -

- -

2 2 111 25

35 16

-

10

사학 11 - -

철학 5 - -

종교학 5 - -

영미문화계
영미어문

90 10 15 15 32 - - 1 2 75 15
미국문화

유럽문화전공 유럽문화 50 - 11 11 15 - - 1 1 39 11

중국문화전공 중국문화 35 - 9 9 6 - - 1 1 26 10

사회과학부

사회학

101 26

11

20 - - - 1 2 82 20정치외교학 11

심리학 11

경제학부 경제학 181 50 23 22 - 8 - 2 2 107 74

6
경영학부 경영학 277 80 50 50 - 5 - 2 4 191 86

커뮤니케이션 
학부

신문방송학 80 20 16 15 - 5 - 1 1 58 22

인문  
자연

국제
한국학전공

국제한국학 17 - 9 - 8 - - - - 17 - - - - -

아트&
테크놀로지

전공

아트&
테크놀로지

30 - 5 - - - 25 - - 30 - - - - -

소계(인문사회, 인문자연) 995 221 203 182 61 18 25 11 15 736 263 35 16 6 10

자연

수학전공 수학 54 14 10 10 - 5 - 2 2 43 12

18 10

-

6

물리학전공 물리학 53 14 10 10 - 5 - 1 2 42 11

화학전공 화학 54 - 16 18 - 5 - 2 2 43 12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 53 - 16 18 - 5 - 1 2 42 12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 102 30 15 12 - 5 - 1 2 65 39

3
(화공
생명
공학
제외)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 102 30 15 12 - 5 - 1 2 65 37

화공생명
공학전공

화공생명
공학

102 30 15 12 - 5 - 1 2 65 39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 85 25 15 12 - 5 - 1 2 60 25

소계(자연) 605 143 112 104 - 40 - 10 16 425 187 18 10 3 6

총 계 1,600 364 315 286 61 58 25 21 31 1,161 450 53 26 9 16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기타세부사항 및 확정된 일정은 

본교의 특성화 사업정책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정시모집 일정2017학년도 수시모집 일정

원서접수 2016. 9. 12(월) ~ 9. 21(수)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16. 9. 12(월) ~ 12. 14(수)

합격자 발표 2016. 12. 16(금) 이전

합격자 등록 2016. 12. 19(월) ~ 12. 21(수)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16. 12. 28(수) 21:00 이전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16. 12. 29(목)

원서접수 2016. 12. 31(토) ~ 2017. 1. 4(수)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17. 1. 5(목) ~ 1. 14(토)

합격자 발표 2017. 2. 2(목) 이전

합격자 등록 2017. 2. 3(금) ~ 2. 6(월)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17. 2. 16(목) 21:00 이전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17. 2. 17(금)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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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2017



2016학년도 
서강의 가장 넓은 문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최저기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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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서강대학교를 가장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이었다. 이 전형의 실질경쟁률은 3.87:1이었다. 

수시전형 전체에서 경쟁대학 대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의 이와 같은 결과는 모집인원은 대폭 늘어났지만 

고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형’이라고 받아들이는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2017학년도 서강대 입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3개년 만에 

243-297-315명으로 대폭 상승한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 전형에 

주목하기를 권한다.

2016학년도 주요 대학 경쟁률 2016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전형별 경쟁률

학교명
2016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인원 지원자 경쟁률

서강대 1,143 42,818 37.46 : 1

고려대 2,989 70,645 23.63 : 1

서울대 2,369 17,684 7.46 : 1

성균관대 2,732 75,035 27.47 : 1

연세대 2,591 40,626 15.68 : 1

이화여대 1,892 31,028 16.40 : 1

중앙대 2,697 66,033 24.48 : 1

한국외대 1,119 27,033 24.16 : 1

한양대 2,232 70,443 31.56 : 1

전형명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297 2,555 8.60 : 1

학생부종합(일반형) 280 9,095 32.48 : 1

논술 385 29,210 75.87 : 1

알바트로스특기자
외국어특기자

57 525 9.21 : 1

알바트로스특기자
수학·과학특기자

56 347 6.20 : 1

알바트로스특기자
Art&Technology

25 456 18.24 : 1

고른기회 28 544 19.43 : 1

사회통합 15 86 5.73 : 1

총계 1,143 42,818 37.46 : 1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인문사회계열 
탐구영역 반영방법 변경사항

315

쉬워진 
논술, 
중요해진 
연습
2016학년도 서강대의 논술문제는 

난이도를 조정했던 2015학년도의 

문제보다도 더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 있었다. 곧 특정 지식이나 

개념을 아는지 여부보다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보고 내용과 관계를 

파악하였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단순히 출제지문과 

관련한 지식이 많거나 ‘글재주’가 

있는 수험생보다는 꾸준히 연습을 

‘실천’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서강대 논술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정해진 분량, 제한된 

시간의 환경에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7학년도 수시전형 중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인 

학생부종합(일반형), 논술전형, 사회통합전형의 그 기준을 

통일하였다. 인문사회계열은 4개 영역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각 

2등급 이내+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일반형) 인문사회 계열은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4등급으로 주요 대학 중 가장 높은 수능최저기준을, 

자연계열은 2개 영역 합  6등급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17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일반형) 인문사회계열의 최저기준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한국사 최소 4등급 이내의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수시 

전형에서의 최저학력기준은 충족 여부만 판단되며 그 이외의 

점수 등은 평가요소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자.

2017 overview

전형 계열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논술 인문
사회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
※ 단, 수학(B),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학생부종합
(일반형)
사회통합

인문
사회

국어(B), 수학(A), 영어, 사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3개영역 합 4등급 이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3개영역 합 6등급 이내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2016학년도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 중 상위 1과목을 반영함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

 한문은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반영 가능함

 (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2017학년도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한국사를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반영 가능함

 (단, 제2외국어/한문은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출처 진학사 홈페이지(www.jinhak.com)

전체 
경쟁률 대비 

낮은 
경쟁률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주도형

아직도 변화된 입시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특별난’ 수험생을 선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은 

모집인원을 더욱 늘려 315명을 모집합니다. 

논술전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가장 ‘보편적’ 전형이지만 지원인원 

대비 모집인원을 선제적으로 늘려, 결과적으로 

서강대를 입학하는 가장 넓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서강대 수시 전체 경쟁률은 37.46:1 

이었으나 본 전형의 경쟁률은 8.6:1이었으며 

실질경쟁률은 3.87:1이었음이 이를 반증합니다.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은 지원자의 학업역량 및 

기타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전형입니다. 본 전형의 특징은 첫째,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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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심리학과에 

지원하려면 전공적합성을 위해서 심리동아리나 

상담멘토 활동에 참여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단순히 전공과 

부합하는 ‘듯한’ 활동의 명칭이 아닌, 대학에서의 

전공분야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계발시킨 경험의 내용 혹은 과정으로부터 

지원자의 성장가능성을 읽어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참여한 동아리나 활동의 ‘이름’보다는 그 

안에서의 과정과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교내 

교과·비교과 활동에서 학생의 구체적인 역할, 

성장과정 등이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나 

기타 활동 외에도 지원한 전공, 대학 공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학업역량을 향상시킨 사례, 

주어진 교육환경의 활용/극복에 대한 과정상의 

노력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강대학교가 ‘전공적합성’이라는, 다소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 선발모집단위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영미문화계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국제한국학

아트&테크놀로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2016

원서 접수
9. 12(월) ~ 9. 21(수) 

중 3일 이상

1

서류 제출
원서접수 시 안내

2

합격자 발표
12. 16(금) 이전

3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국외 정규 고등학교 2012년 3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선발모형 서류평가 평가서류 비고

일괄 합산 100% 
(1,000점)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선택
•활동보충자료

•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활동보충자료는 최대 3가지 내용까지 작성 가능(최종 양식은 수시모집요강 참조)
•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사용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또는 해당기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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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입니다. 셋째,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며,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은 학업위주의 수험생도, 

기본적인 학업능력+교내 활동이 강한 수험생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특성이 다른 수험생의 

장점을 온전히 평가합니다. 학업이 뛰어난 경우 

부족한 활동이 보완될 수 있으며 교내활동이 

뛰어난 경우 학업을 다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개인이 처해진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시험에 많은 자신감을 보이는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며 이것이 

경쟁률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02
봉사나 활동의 
시간이나 개수를 정량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수시의 
서류평가는 학업을 
비롯한 고교생활 
전반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전형입니다. 
봉사시간이나 활동의 
개수를 정량적 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2

3

03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에서는 교과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에서는 내신등급을 

기계적으로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교과성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이유는 서강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학업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목별 교과성적 등급은 

교과목의 이수인원, 평균,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과정까지도 포함하여 학업역량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04
참여한 활동에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다면 

불리한가요? 

고교 시기는 고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적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이를 통하여 

어떠한 역량이 계발되었는지, 진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입학사정관은 이를 통하여 어떤 지원자인지를 

파악하려 할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로와 

꿈들이 대학에 와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05
활동보충자료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활동보충자료는 자기소개서의 확장판일 뿐

활동보충자료는 선택자료로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가 

결과 위주로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교 생활과 

관련된 과정 등을 서술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활용하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고 합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누가 아직도 
학종을 특별하다 
하는가?



학생부종합전형 
일반형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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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생부종합(일반형)과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을 
비교한다면? 중복지원은 가능한가요?

전형구분 일반형 자기주도형

지원
자격

국내고 201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국외고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선발단위 모집단위 모집전공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없음

면접 없음

원서접수 2016년 9월 예정(추후 수시모집요강 참조)

서류제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원서접수시기와 동일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선택]

모집인원 286 315

중복지원 가능

1

2

3

학생부종합(일반형) 선발모집단위

인문계

영미문화계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사회과학부

경제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2016

원서 접수
9. 12(월) ~ 9. 21(수) 

중 3일 이상

1

대학수학능력시험
11. 17(목)

3

자기소개서 입력
(미입력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수능시험 직후, 일정 추후 안내

4

서류 제출
원서접수 시 안내

2

합격자 발표
12. 16(금) 이전

5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선발모형 서류평가 평가서류 비고

일괄 합산 100% 
(1,000점)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사용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또는 해당기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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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사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한국사를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 반영 가능함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일반형) 및 

유사한 전형이었던 
2015학년도 학생부교과 경쟁률

학생부종합(일반형)은 2016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으로 2017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2016학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인문사회계열의 최저학력기준은 3개영역 

합 4등급에서 3개영역 각 2등급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한국사 4등급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사 과목 

또한 사회탐구 등급산정 시 1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자연계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이 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관건이며 서류제출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위의 특징은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서류를 제출하므로 수능 이후에 지원자의 

의사+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원서접수 

시 경쟁률보다 실질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의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과 같이 

수능직후 발표하는 전형에 중복지원하여 이미 합격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이 경우 또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제출+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만으로도 합격에 크게 

다가갈 것입니다.

계열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인문
사회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3개영역 합 4등급 이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제2외국어/한문/한국사를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 반영 가능함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함

자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중 
3개영역 합 6등급 이내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이 전형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2016학년도

32.5:1
최초 경쟁률

12.47:1
실질 경쟁률

(최저충족 및 서류제출 반영)

* 추가합격 제외

2015학년도

27.8:1
최초 경쟁률

11.21:1
실질 경쟁률

(최저충족 및 서류제출 반영)

* 추가합격 제외

01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건가요?

수능성적발표 이후에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해서 수능성적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일반형)의 전형요소는 서류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평가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일반형)에서의 수능성적은 

지원하는 계열에서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여부만 반영됩니다. 

02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과는 다르게 

활동보충자료가 없는데 그렇다면 학업역량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을까요?

학업역량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수험생들과 

경쟁하는가입니다. 본 전형은 최초 지원자 중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정시 선택, 수능 전 

본교 포함한 타 대학 합격 등의 이유로 많은 경쟁 

수험생들이 사라진 상태(실질 경쟁률이 하락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라진 수험생들 중에서는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당연히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전형의 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서류평가, 
‘무엇을’ 
통해 
‘무엇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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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원서접수

전원심의
위원회

면접

합격자
발표

회피제척

서류제출

유사도검증

지원자격
심사

서류평가

서강대학교 서류평가,

이것이 궁금해요
학생부종합(일반형, 자기주도형), 알바트로스특기자(전 전형) 공통

수시와 정시의 
근본적 차이
어떤 사람인가 VS 
어떤 점수인가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모집의 서류평가는 학생의 

고교생활의 내용(FACTS)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들의 과정, 
그로 인한 성장 등을 결합하여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시 일반전형의 특정 

학생이 “몇 점인지”를 평가하는 

것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해야 

수시전형의 서류평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고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교육과정에 때로는 유사한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고 배움과 성장하는 

내용 또한 같지 않습니다.

같은 교실에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과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숫자로 표현되는 성적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둘을 같다고 할 수 없겠지요. 종합적 서류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점수는 같을 수 있지만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원자의 경험(What I did), 과정(How I did), 성장(What I learned)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역량, 성장가능성(ACADEMIC), 

성장가능성(GENERAL)을 평가하는 것이 서강대학교 수시의 서류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빈 공간을 보면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RE-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본다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의 양식에 생각날 때마다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기 바랍니다. GO TO PAGE 41

HOW I D
ID 과정

W
HAT

 I L
EARNED 성장

  주체적 문
제

해
결
의
 경

험
                       백

지
상

태
에

서
의

 학
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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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람

들
에

 대
한

 관
심

, 인
간

에
 대

한
 이

해
        기

획
에

서
 리

더

십
의
 중요성                       태도의 변화가 만드는 결과의 변화      

     
   불

특정 다
수
와

의
 소

통

수학 
성적 상승

W
H

AT I DID 내
용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학업역량, 학문적 성장가능성, 일반적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받게 되며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입체적인 평가를 받고 평가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2차 및 3차 평가가 실시됩니다. 

학업역량과 관련하여서는 교과성취도 및 수강인원, 표준편차, 이수과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지원자의 

과거시점에 대한 평가라면 학문적, 일반적 성장가능성은 과거를 통하여 

대학생활, 대학생활 이후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다소 미래시점의 

평가입니다. 

학업역량

학문적 
성장가능성

일반적 
성장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수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모두 “연계”평가됩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또한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영역(등급, 

원점수, 이수과목, 표준편차, 인원 등)

과목별 성적, 전공수학을 위한 지적 

탐구력,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교과 외 부분과 학문적 성장과의 연계 파악 등

대학생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리더십, 도전정신, 호기심, 

연구력, 주어진 환경에서의 노력 등)

학업역량

성장가능성(Academic)

성장가능성(General)

제출서류는 한 수험생의 다양한 면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근거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별도 배점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모두 

연계하여 종합평가합니다.

서강대학교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종합적 연계 

평가를 의미합니다. 

항목별 정량평가 X

학교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활동보충자료 ☆☆%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활동보충자료

* 알바트로스특기자 

 전 전형에 한함

엔지니어 역할
방송반 활동

미래와 연관된 
동기 부여

수학 스터디 
그룹 운영

본인만의 
학습법 개발

방송반 활동 
대외 홍보

방송제 개최 주도

방송 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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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같다고 과정과 성장이 같을 수 있을까?
수험생에 따라 ‘명칭’이나 ‘과정’ 중 일부가 남들과 비슷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 과정, 성장 등을 모두 합친다면 자신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내용(What I did), 과정(How I did), 성장(What I learned)으로 구분하여 생각날 때 마다 정리해보세요. 

수험생에 따라 개별 명칭이나 과정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그 경험들을 합친다면 수험생들은 모두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E-자기소개서 WORKSHEET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WHO I AM)을 파악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해보세요. 최소한 텅빈 자소서 양식을 보는 당신이 더 이상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41

자기소개서는 다양한 상황에 쓰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음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와 기업에서 굳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려는 게 아니다. 

이력서만 보아서는 알기 어려운 인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유시민 작가, 전 장관(저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중)

남의 자기소개서 말고 스스로를 들여다 보세요. 

어디서 본듯한, 남이 써준 듯한 이야기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김흥식 LG CNS CHO (인사총괄)

고교생활에서 학생 - 선생님간의 상호작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준 수업, 선생님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은 자신에게 최고의 나침반 입니다. 

권순일 서강대학교 입학팀장(대한민국 1호 입학사정관)

PRE - 자기소개서 wOrkSHeet 
연번 내용(WHAT I DID) 과정(HOW I DID) 성장(WHAT I LEARNED)

1
(예)

자유주제
발표

특정 주제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제였음.
주제를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음. 인터넷과 교과서 
등에서는 나만의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웠음. 
도서관과 서점을 방문하여 한번에 다양한 책을 접하며 
연관 없어 보이는 주제를 합쳐서 새로운 주제를 만듦.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문제를 창출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느낌.

2
(예)

물리교과
성적 상승

물리는 과학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왜 배우는 
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에 따른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성적이 
좋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였음. 선생님과의 상담을 신청하여 
물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읽을 거리를 추천받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물리학과 관련한 맥락을 이해하게 되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음.

하나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기존 생각에만 고착되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함.

3
(예)

어려웠던 
친구와의 관계 개선

관련내용 관련내용

4

5

…

…

WHO I AM

명칭
 What I did 

과정
 How I did

성장 What I learned
who i Am

TIP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왜 쓰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쓰려고 하는 고민만 있고 ‘왜’ 쓰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와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가’를 쓰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미사여구를 나열(불필요한 수식어를 남발은 금물)하기 보다는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생각(thought)과 

모습(character)을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기 보다는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는 있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과 단점에 대한 변명보다는 본인이 가진 멋진 강점들을 서강대학교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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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외국어,수학·과학, 

Art&Technology
(중복지원 가능)

 지원자격

구분 모집단위 지원자격

외국어 영미문화계,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국제한국학전공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외국어가 뛰어나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 외국고등학교는 2014년 3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검정고시는 2014년 4월(포함) 이후  

 합격자부터 지원 가능함

수학·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경제학부, 경영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5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수학·과학 관련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Art&Technology 아트&테크놀로지전공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⑴ 각 단계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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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모형 서류평가 면접평가 평가서류 비고

1단계 100%  
(800점)

- 필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선택
•활동보충자료

•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충자료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활동보충자료는 최대 3가지 내용까지 작성 가능(최종 양식은 수시모집요강 참조)
•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사용함

2단계 1단계 성적 
80% 
(800점)

20%  
(200점)

• 면접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의 합산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 면접평가 안내
- 외국어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공적성, 학업역량, 언어구사능력(지원전공 해당 
  언어 등) 등을 종합평가
- 수학·과학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공적성, 수리 능력, 학업능력 등을 종합평가
- Art&Technology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다면적 사고력, 
  학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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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에서 “활동보충자료(3가지, A4 1페이지 분량(예정))”는 선택형 제출 서류입니다.
 활동보충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되었거나,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중복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학생 스스로 학습/경험/활동한 내용도 작성 가능합니다.

활동명과 내용은?
유사한 성격의 내용은 1가지 범주로 묶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자기주도형),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모두 최대 3가지 항목이 작성 가능합니다.
활동내용의 400자는 줄글로도, 개조식으로도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진설명이 꼭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이미지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충자료를 준비하려면?
나의 학교생활을 돌이켜 보고 ⇨ 선택한 과목의 수업,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 작성한 과제물, 참여한 동아리, 기타 활동 등을 정리 ⇨
그 중에 나에게 의미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 선정 ⇨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나는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기
※ 활동보충자료와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은 추후 발간될 수시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성명 서강인

활동명
(1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
이미지 형태 파일만 첨부 가능내용

(4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예 아니오 

활동명
(1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
이미지 형태 파일만 첨부 가능내용

(4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예 아니오 

활동명
(1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증빙
이미지 형태 파일만 첨부 가능내용

(400자 이내,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예 아니오 

 서강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을 통하여 활동보충자료에 대한 작성 및 처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17학년도 수시모집 활동보충자료
최종 양식 미정, A4 1페이지(단면) 분량(예정)

2016

원서 접수
9. 12(월) ~ 9. 21(수) 

중 3일 이상

1

서류 제출
원서접수 시 안내

2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중

3

면접시험
10월 중

4

합격자 발표
12. 16(금) 이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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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외국어특기자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수학과학특기자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

Art&technology

04
알바트로스 Art&Technology전형에서는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나요?

2 Types 

⑴ 장르 불문, 특정분야(IT, 디자인,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발명, 리더십, 기획 등)에 재능있는 

 SPECIALIST

⑵ 특정분야에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지만 다방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깊이있는 재능을 보이는 GENERALIST

이러한 분류는 설명을 위한 편의적인 측면이 있으며 위와 같이 정확히 나눠지는 학생 말고도 2가지 

type이 혼재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유형의 학생이던 간에 다만 중요한 공통점은 본인의 

학교생활, 개인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길러진 창의력, 기획력, 유·무형의 ‘MAKING(생산)’ 능력, 

Art&Technology전공에서의 학습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 홈페이지 http://creative.sogang.ac.kr

아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rtntechnology

과학고, 영재고

%

VS
비과학고

47%

수학
과학

특기자
≠

과학고

외국어
능력
≠

국제적
역량

창의력·기획력
학습능력

MAkINg

학교생활+
개인적활동

SpEcIAlIST

GENERAlIST

01
알바트로스 외국어특기자전형은 아무래도 외국어 관련 

교과성적이나 공인어학성적 등이 주된 평가대상인가요? 외국어 

능력만을 위주로 어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알바트로스 외국어특기자전형 지원자격에서 “외국어가 뛰어나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어학 뿐만 아닌 학생의 어학 외적인 장점 또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지 외국어만을 원어민처럼 잘하는 지원자보다는 외국어역량은 

다소 낮더라도 본인의 학업 및 비교과 역량 등을 균형 있게 

어필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공인어학점수가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상위에 

선발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외국어능력≠국제적역량! 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02
외국어특기자 면접은 지원 전공의 외국어로 진행되나요?

알바트로스 외국어특기자전형의 경우, 면접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다만, 학생이 해당 전공 언어로 답변하기를 

요구하는 간단한 질문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지며,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활동보충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일반면접”입니다. 즉, 별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인성 등을 입학사정관 및 전공 교수님께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영학

화공생명
공학

수학

물리학

경제학

기계공학

신문방송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과학

01
알바트로스 수학/과학특기자전형에 자연계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경제학부는 인문계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수학, 과학 두 과목중 한 과목만 잘하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외국어/수학·과학/Art&Technology) 

전 전형은 문·이과에 전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학/과학특기자 전형 또한 계열 불문하고 수학 혹은 과학방면에 

재능이 있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이과 분류에 본인을 

제한하기 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서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학 특기자로 자연과학부 및 공학부 

외에도 경제학부·경영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경제학과 경영학은 현재 문·이과로 나눠진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라 인문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인문 및 

자연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수학(적 논리)를 기본으로 무역, 금융, 재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경영학에서는 재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과학, 통계 등과 같은 분야 또한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그리고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는 과거 

신문과 방송 등이 주된 미디어로 기능했던 때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는 특히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미디어와 공학적 아이디어의 결합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웹3.0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가장 업데이트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각 전공에서 수학/과학특기자를 선발하는 배경을 이해하고 

참고하여 본인의 역량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02
과학고 출신이 아니면 합격이 어렵나요? 

서강대학교 수학과학특기자 전형은 흔히 과학고 출신 아니면 

합격이 어렵냐는 질문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2014학년도까지는 

과학고 또는 영재고 졸업(예정)자 혹은 수학/물리/화학/생물 

올림피아드 수상 및 수상자등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서강대는 2015학년부터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수학 

혹은 과학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수학 혹은 과학과 관련한 

역량을 어필한 非과학고 출신 수험생의 지원이 늘고 있으며 

2016학년도에는 47%의 최종 등록생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01
융합적인재라 하면 인문과 자연 전 분야를 모두 

잘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사람이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이면 더더욱 그렇지요. 서강대학교 

Art&Technology전공은 서로 다른 다양한 재능, 

잠재력,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분야를 잘하기보다는 

본인의 관심 분야와 서강대학교 Art&Tech-

nology전공과의 연관성, 확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강대학교 Art&Technology

전공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텐데요, 

매년 여름에 Art&Technology Openhouse를, 

11월에는 Art&Technology Conference가 

서강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니 전공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02
면접방식은 어떤가요?

Art&Technology전형의 면접은 알바트로스

특기자전형의 다른 면접과 마찬가지로 일반

면접입니다. 일반면접은 정답을 가진 특정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의 

제출서류(자기소개서, 학생부, 활동보충자료 

등)의 내용에서 과정을 묻거나 파생되는 질문 

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서강대학교의 일반

면접입니다. 본인의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과정 

위주로 정리하고 면접 전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며 특정 문제를 예측하려 애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
Art&Technology의 활동보충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Art&Technology전공의 활동보충자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활동명의 나열보다는 

그룹으로 작업한 경우 본인의 역할이나 과정, 

결과를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평가는 지원자와 평가자간의 

대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디자인표현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 중 가짓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more 
info



논술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선발모형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

교과 비교과

일괄 합산 60% 
(600점)

20% 
(200점)

20% 
(200점)

인문사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한국사를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 반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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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20%, 비교과 20%가 

반영됩니다. 교과영역 성적은 정량 평가로,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관련 

과목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관련 

과목이 반영되며, 추후 발표될 수시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점수를 계산해보면 내신 차이에 따른 

2016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9. 12(월) ~ 9. 21(수) 

중 3일 이상

1

대학수학능력시험
11. 17(목)

2

논술시험
11. 19(토) ~ 20(일)

3

합격자 발표
12. 16(금) 이전

4

논술시험 안내

계열 논술유형 출제 형식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논술 인문/사회과학 관련 분야 제시문과 논제 제시

자연 수리 논술 수리 관련 제시문과 논제 제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⑴ 교과영역 성적 반영방법 : 정량평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인문사회계열)/과학(자연계열) 교과 관련 과목을 반영함

 ⑵ 비교과영역 성적 반영방법 : 출결(100점) + 봉사활동(100점) 

 ⑶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대상 반영방법

1.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자 포함)

2. 검정고시 출신자

3.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4.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중 국내학교 이수학기 2학기 이내인 자(3학년 2학기 제외) 

5.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을 실시함

로또는 없다. 연습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논술고사 관련 주요 일정

• 논술가이드북 신청 2016년 5월 말 경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사항참조

• 온라인 모의논술 실시 2016년 6월 말~7월 초 예정

• 논술전형 논술시험 시간 안내 추후 수시모집요강 참조

논술전형은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이 낮으며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누가 합격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논술전형은 ‘로또전형’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우선 선발이 폐지되고, 

논술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됨에 따라 논술전형에서 논술시험의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왔습니다. 논술시험의 

난이도가 2014학년도 이전에 비하여 

낮아졌지만 문제가 쉽다고 모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히 인문사회계열 논술은 

특정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경쟁보다는 정해진 

조건(시간, 분량)에서 요구하는 내용(제시문 

및 제시문 간 관계 파악 등)을 정확하게 쓰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시간에 

관계없이 논제를 풀거나 풀지 못하거나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더 주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학생이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또한 제시문 속에 문제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시문을 통해 필요한 공식, 

개념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시문에 문제풀이와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문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제시문으로 돌아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에 

지원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논술시험에 대한 대비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충족 여부입니다. 내신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점수격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과 봉사활동이 반영되며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내,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한 경우 만점처리 됩니다. 서강대학교 

논술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논술역량과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2
경제학부와 경영학부 논술시험에 수리논술이 

포함되나요? 

수리문항를 풀어내는 논제는 별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자료, 도표, 그래프 등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논술 실질경쟁률 정보

학년도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
전체지원자 대비

실질평가대상자 비율

2014 39.09:1 13.06:1 33%

2015 58.35:1 19.84:1 34%

2016 75.87:1 31.39:1 41%

MORE TIpS 
출제·채점위원의 한마디

인문사회계열 Tip

지문을
미리 아는 것 < 이해하는 것
인문사회계열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특정 

지식을 묻는 것은 평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곧 수험생 간 유불리가 

드러나지 않는, 보편적인 출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어려운 지문이나 특정 철학저자에 

대한 지식 등을 미리 알면 유리할만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강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미리 아는 것보다 ‘현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 제시문이 낯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각 제시문이 의미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시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Tip

논술시험은 만점 받아
합격하는 전형이 아니다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의 논술시험은 수리논술에 

한합니다. 수학은 약속된 기호가 포함된 논리적 

언어입니다. 따라서 수식 전 후에 인과관계가 

설명된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리논술의 경우 출제자들은 고교수학 내에서 

몇몇 개념들을 골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소문항을 

만듦으로써 문항이 최종적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부분점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논술시험은 만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수리논술의 모집단위별 커트라인은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6점대 안팎이었습니다.

논술전형 선발모집단위

인문계

영미문화계

 사회과학부

경제학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수학

물리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고른기회전형 & 사회통합전형

2017학년도 전형가이드 SOGANG UNIVERSITY 4948

 지원자격

구분 고른기회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공통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공통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3년 2월(포함) 
이후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⑵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단, 참전유공자는 제외)

⑶ 6·18자유상이자 본인 및 자녀 ⑷ 지원대상자 본인 및 자녀

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⑹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

⑺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자녀 ⑻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자녀

다문화 
가정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농어촌
학생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농어촌학생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실거주를 확인받은 자
⑴ 중·고등학교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읍·면 이하의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중·고 전(全)재학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읍·면 이하의 지역에 거주한 자

⑵ 초·중·고등학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읍·면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이 기간 동안 읍·면 이하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 졸업 시까지 반드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입학 후 소정기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는 ‘농어촌학생’ 

 지원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음

군인 자녀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기회균형
선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의 자녀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정 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학생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구분 고른기회전형 & 사회통합전형

선발모형 일괄 합산

서류평가 100% (1,000점)

평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내용 •모집단위(전공)별 총점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사용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또는 해당기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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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지원계열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

인문사회
적용하지 않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 3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영역 각 2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2등급 이내이어야 함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한국사를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 반영 가능함

1

2

3

1. 학업역량에 
대한 정성평가
교과성적을 단순히 절대값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역량을 정성평가하는 

경우에는 교과별 전체등급이나 

개별 교과의 성취등급을 기본으로 

하여 단순히 등급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이수한 교과목의 구성이나 원점수, 

표준편차, 등급, 이수자수 등을 

고려하여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전공

분야에 적합한 기초학업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관련 

교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거나, 각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 

비교과활동과도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수시전형 

중에서 논술을 제외한 모든 전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학업역량에 
대한 정량평가
정량평가란 교과성적이 수치화 

되어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평가방법입니다. 따라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들 중 본인의 

조건으로 어떠한 평가점수를 받는지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3등급은 7점, 

2등급은 8점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본인의 내신 등급에 

따라 평가점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량평가에서는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점수를 

통해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전형의 교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정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시
키워드 
수시
모집

3. 수시 6회 
제한과 중복지원
수시전형에서는 모두 6회의 

지원기회가 있습니다. 이 6번의 

기회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며, 

수험생은 수시전형에서 총 6번의 

지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6번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어느 

대학 무슨 전형에 지원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학교에서 서로 다른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중복지원입니다. 

한 가지 전형에서 복수의 

모집단위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한 학교에 복수의 전형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과 학생부종합

(일반형)을 같이 지원하는 것, 

알바트로스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와 Art&Technology를 같이 

지원하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합니다.

4.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험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준으로 설정한 자격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시전형에서는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점수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만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종합(일반형)의 경우 

서강대학교가 제시한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을 얻어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시에 지원할 

때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서는 본인이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학생부 
비교과 영역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다양한 

항목으로 작성됩니다. 그 중에서 

교과 성적을 제외한 부분을 비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결현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이 비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최초합격 및 
추가합격
수시전형에서는 최초합격과 

추가합격이 있습니다. 최초합격은 

단어 그대로 최초합격자 발표 시 

합격하는 것입니다. 추가합격은 

최초합격 발표 후 추가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으로 합격을 통보받는 

것입니다. 수시전형에 최초 

합격했을 때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가합격이 된 경우에도 최초합격과 

마찬가지로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전형 최종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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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믿어서는

안될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은 
논문이 
중요하다?
자, 평가교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논문이 
감동적이겠나 
깜찍하겠나. 
수리력, 논리력, 
탐구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대학의 인재상에 철저히 맞춰야 한다?

그런 걱정은 필요없다.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에게 맞춘다. 서강대학교는 다양한 

개성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만나 

서로를 발전시키는 곳이다. 절대로 

획일화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정형화된 것에 맞추기보다는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2

논술도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더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등급도 붙는다. 

다만 9등급은 미안하다. 논술에서

내신으로 합격/불합격이 뒤바뀌는 경우는

한 모집단위에 최대 1명정도 발생한다.

1

조언들

最
惡
의 

10

학생부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높아 
어렵다!
그렇다면 
알려드린다. 
경쟁률은 정시가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아직
32페이지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트앤테크놀로지는 엄청난 특기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한다. 엄청난 특기가 있으면 좋다. 
그런데 대단한 특기가 있는 지원자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그들이 모두 
아트앤테크놀로지를 원할지도 생각해보자!) 
합격자 중 특정 능력 특기자는 10%이내에 
불과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아트앤테크놀로지와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자.

4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 
가능하다니까!
아니다. 속지 말자. 
입시는 신춘문예도 
노벨문학상도 
아니다.

5

기계공학과 가려면 로봇정도는 

만들어봤어야지!

서강에는 공경철 교수님이 계시다. 

로봇은 대학와서 만들자. 그 말은 신방과 

가려면 방송반 해야되냐는 것 만큼이나 

우매한 질문이다. 고등학교 때 공부할 

시간 쪼개서 활동한 것을 대학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입장을 바꿔보자. 

내가 왜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

지 이야기하자!

6

종교학과는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써야지 합격!

입학사정관도 고등학교 때 입학사정관 

할 지 몰랐다. 삶이라는게 그렇다. 

주커버그도 고등학교 때 SNS만들겠다고 

했을까? 미래를 조작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에서 출발하라. 

서강대 종교학과에서는 종교의 철학과 

역사에 대해 배우는 인문학이지 성직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번에 종교학과 

졸업생은 인문학으로 다진 소비자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어필하여 광고기획사 

들어갔다. 참고로 종교도 없었다.

7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은 활동위주로 

평가된다?

지금은 2016년이다. 누가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가? 일부 잘 알지 못하는 

사교육관계자 위주로 나오는 의견이다. 

아무래도 보편적인 활동인 학업과 

관련하여 대학에서의 학문탐구를 

우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고 선발된다. 참고로 

활동만이 두드러져서 선발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5% 이내에 불과하다. 5%!! 

학업 뿐만이 아니라 각종 본인의

고교생활(독서, 동아리, 수상, 봉사,

진로관련, 리더십, 기타 개인활동 등)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8

학생부종합전형은 특별한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너 말고!

당연히 아니다. 2017학년도 

전체수시인원 248,669명 중 

29.4%인 72.772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서강대는 수시인원 1,161명 중

601명(51.7%) 그 중 315명이

자기주도형(52.4%)이다.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보편적인 전형을 놓치는 순간 합격의 

문이 좁아진다는 점을 잊지말자!

9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격 및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응시영역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의 

 응시조건을 충족한 자

계열 수능 필수응시영역

인문사회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과학탐구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구분은 본교 모집단위 계열 기준임(고등학교 이수 계열·과정이 아님)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을 응시해야 함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총점 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선발모형 수능성적 학생부 (비교과) 총 계 한국사 (가산점)

일괄 합산 90% (900점) 10% (100점) 100% (1,000점) 10점

※ 학생부(비교과) 반영방법 출결(5%) + 봉사활동(5%)

※ 2015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학생부(비교과) 성적을 수능성적으로 비교평가함

※ 한국사는 취득 등급에 따른 자체 가산점 체계를 기준으로 적용함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점수 산출방법

 ⑴ 모집단위에 따른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가 나 사회/과학 과학

인문사회 25% - 32.5% 32.5% 10% -

자연 20% 35% - 30% - 15%

※ 인문사회 인문계, 영미문화계,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 자연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화공생명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은 2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을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선택 반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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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영역 반영비율 (가중치) 산출 방법

국어/수학/영어 20.0% (0.8) 획득한 표준점수 × 0.8

25.0% (1.0) 획득한 표준점수 × 1.0

30.0% (1.2) 획득한 표준점수 × 1.2

32.5% (1.3) 획득한 표준점수 × 1.3

35.0% (1.4) 획득한 표준점수 × 1.4

탐구 10.0% (0.4) 백분위 환산 변환표준점수 × 0.4

15.0% (0.6) 백분위 환산 변환표준점수 × 0.6

※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표준점수 기준으로 적용함

※ 탐구영역(2과목)은 백분위 환산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2과목 자체 변환표준점수의 평균으로 반영함

※ 탐구영역 백분위 환산 자체 변환표준점수는 2017학년도 수능성적 발표일(2016년 12월 중) 이후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ogang.ac.kr)에 공지할 예정임

2017학년도 정시모집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인문사회 10 10 10 9.6 9.2 8.8 8.4 8.0 7.6

자연 10 10 10 10 9.6 9.2 8.8 8.4 8.0

 ⑵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산출 방법

  국어 표준점수 × 반영비율(가중치) + 수학 표준점수 × 반영비율(가중치) + 영어 표준점수 × 반영비율(가중치) 

 + (탐구1 변환표준점수 + 탐구2 변환표준점수) × 반영비율(가중치) + 한국사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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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강대학교는 어떤 모집군으로 모집하나요? 

대학 모집군 정시분할모집(가군, 나군, 다군)이 

무엇인가요?

서강대학교는 정시모집에 가군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은 전형실시 기간에 

따른 구분으로 대학들은 1~3개군을 선택해 

입학전형을 실시합니다. 각각의 모집군마다 

하나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은 모집군 내에서 

두 곳 이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 서강대학교 가군에 경제학부와 경영학부에 

중복지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4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을 모른 지원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수시모집 합격한 

대학교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지원조회서비스를 

통해 합격한 학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지원 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applys.kcue.or.kr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p31 참조

2016

원서 접수
12. 31(토) ~ 2017. 1. 4(수) 

중 3일 이상

1
2017

합격자 발표
2017. 2. 2(목) 이전

2

02
인문계로 지원하면 전공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인문계로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 중에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신청해야 

하며 서강대학교에서는 학점 및 인원에 대한 

어떠한 제한없이 모집단위 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곧 인문계로 입학한 경우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중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전공이 본인의 제1전공이 됩니다.

03
탐구반영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강대학교의 경우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본교에서 발표하는 변환표준점수로 반영합니다. 

탐구영역 백분위 환산 자체 변환표준점수는 

수능성적 발표일 이후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정시모집 일반전형 경쟁률

구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2012 623 2,750 4.41 : 1

2013 563 3,075 5.46 : 1

2014 482 2,056 4.27 : 1

2015 590 3,283 5.56 : 1

2016 488 3,140 6:43 : 1



정시모집 
특별전형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농어촌학생전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농어촌학생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실거주를 확인받은 자

⑴ 중·고등학교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읍·면 이하의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중·고 전(全)재학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읍·면 이하의 지역에 거주한 자
⑵ 초·중·고등학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읍·면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이 기간 동안 읍·면 이하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 졸업 시까지 반드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입학 후 소정기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는 ‘농어촌학생’ 지원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음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아래의 
동일계열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단, 마이스터고 및 종합고등학교 보통과는 제외)

⑴ 본교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학과별 기준학과(홈페이지 게시 예정)를 이수(예정)한 자
⑵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의 타당성 여부는 본 대학교에서 별도 심사함)

특수교육대상자전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특수교육대상자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1급~3급까지만 인정)이 되어있는 자
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상이등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기회균형선발전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의 자녀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정 지원)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학생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 특별전형 공통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각 모집단위 입학정원 10%(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 20%(기회균형)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열별 총점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선발모형 수능성적 서류평가 비고

일괄 합산 75% 
(750점)

25% 
(250점)

• 수능성적 반영방법 :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점수 산출방법에 따름
※ 단,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의 경우 직업탐구를 탐구영역(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또는 해당기관(학교나 관련 기관) 등에 직접 확인할 수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구분 인문사회 자연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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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3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3등급 이내이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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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각 3등급 이내
※ 단, 수학(가), 과학탐구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3등급 이내이어야 함

※ 정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의 경우 탐구영역으로 직업탐구(1과목 응시, 1과목 반영)를 반영할 수 있음

※ 탐구영역(사회/과학)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함

※ 정시모집에서의 특별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서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본교 입학 점수 산정에 75%로 반영됨과 동시에, 수능최저학력기준에도 

 반영됩니다. 곧, 수시에서의 최저학력기준처럼 단지 평가에 있어서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본인의 최종점수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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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점수
수험생이 정답을 맞힌 문항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이 국어영역 

총 60문항 중 3점 배점의 문항 

5개, 2점 배점의 문항 40개, 1점 

배점의 문항 3개를 맞았다면? 

국어영역 시험의 원점수는 

3×5+2×40+1×3=98점!

현재 수능 평가는 상대평가로서 

원점수가 60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위치가 전체 응시자 중 몇 %

인지에 따라서 서열이 달라집니다. 

만약 원점수 60점으로 상위 4% 

이내에 해당한다면 1등급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원점수 93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응시자 중에서 

상위 13%선에 해당한다면 3등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어떠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급
전체 수험생 가운데 개별 

수험생이 응시한 과목에서 얻은 

점수의 위치를 해당 등급으로 

표시한 점수체계 

국어, 수학, 영어 등 영역별로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이 점수가 

영역별 전체 응시자 가운데 몇 %

(백분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영역별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은 영역별로 산출하기 때문에 

등급만으로는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역별로는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현재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등급입니다.

4. 표준점수
수험생 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의 단위로 하여 나타낸 점수

수능성적표에서 표준점수란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별·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토대로 상대적인 

성취수준을 감안하여 재산정한 

점수를 말합니다.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현행입시에서 표준점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표준편차가 큰 과목은 

수학영역입니다. 수학은 표준편차도 

크고 표준점수도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수능에서는 표준편차가 

큰 수학영역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 상경계열을 중심으로 

수학영역의 실질반영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수학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3. 백분위
계열별 전체 응시자 중 한 수험생이 

얻은 점수(표준점수) 보다 더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전체 학생 

중 몇 %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시방법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의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92점이고 백분위 점수가 

79이라 함은 92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이 계열별 

전체 응시자의 79%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백분위를 통하여 집단의 

크기나 시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대적인 위치(석차)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 학생 자신의 영역별 

강·약점을 대략적으로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용어 정리

입시
키워드

정시
모집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p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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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래 서강대학교는 남다른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성취를 이루어낸 교수진들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구축했습니다. 

남들과 달라지는 것도,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도 
기본 학부교육의 탁월함에서 시작됩니다.
서강학파,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조장옥 교수

경제학

University of Rochester Ph.D.

전공 거시경제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장 역임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장 역임

한국금융학회 회장 역임 

2016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취임 

주요저서 거시경제학(2012)

서동욱 교수

철학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Ph.D.

전공 프랑스철학 

계간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 역임 

한국프랑스철학회연구이사 역임

한국칸트학회 총무이사

한국프랑스철학회 연구이사

네이버캐스트 [철학의 숲] 기고 

한국현상학회 연구이사 

건명원 예술분야 운영위원 

주요저서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2014), 철학연습(2011), 

들뢰즈의 철학(2002), 차이와 타자(2000) 등

신관우 교수

화학

SUNY Stony Brook Ph.D.

전공 분석화학

서강대학교 바이오계면 연구소장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산업통상부장관 (금상) 수상

2015 Techconnect Expo Innovation Award 수상 

세계 최초 전기로 구동되는 종이 전자칩 기술 개발 

장기 및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스티커”개발

국제학술지 120편 발표 및 30여편의 

국내/국제 특허 보유

원용진 교수

신문방송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전공 방송, 문화연구

구글 뉴스랩 펠로우십 대표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역임

한국영상문화학회장 역임

문화연대 공동대표 역임

주요저서 텔레비전 비평론(2014),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2010), 광고비평방법(2009) 등

강정인 교수

정치외교학

UC Berkeley Ph.D.

전공 정치사상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역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장(공공정책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선정

제1회 서강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수상

주요저서 Western-Centrism and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2015), 

현대한국정치사상(201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2004)

성봉준 교수

화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h.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ost Doctor

전공 물리화학

일본화학회 Distin guished Lectureship Award 

이론 물리화학 분야 수상

2014 KCS-Wiley 젊은 과학자상 수상

최우영 교수

전자공학 

UC Berkeley, Electrical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s, Post-Doctor

전공 반도체 소자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IT 젊은 공학자상 수상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 우수과제 선정

IEEE/IEEK Joint Award for IT Young Engineers

제8회 반도체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한전자공학회 평생회원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Senior Member

김주섭 교수

Art & Technology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Ph.D.

전공 컴퓨터 그래픽

Research Interests : Theatre of the Future, 

Literature of the Future, Immersive Media

서강대학교 Art & Technology 전공 주임

교육부 “인문, 예술, 테크놀로지 융합” 

글로벌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장

영화 라이프오브파이, 엑스맨, 

박물관이 살아있다 특수효과 참여

Sogang’s
Curriculum
for the
Irreplaceable
Leader

하영원 교수

경영학 

The University of Chicago Ph.D.  

Rutgers Univ.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조교수

전공 마케팅(소비자행동)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역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역임

2014 한국의 최고 경영학자상 수상

대한민국 경영대상 학술공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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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문학부 
 Humanities 

and International 
Cultures 

사회과학부는 
저 넓고 복잡한 

바깥세상과 
한국 사회를 

향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줄 

것입니다. 
사회과학부 학장 신윤환

Research 
Center
사회과학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09년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 매년 최대 3억 원의 연구비를 

최장 9년간 지원 동아연구소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사업 중형연구소로 선정, 

현재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7개국의 16개 연구소와 연구 협약 및 

교류 현대정치연구소 정치과정 

분야의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며, 

<현대정치연구> 학술지 발간 및 

활발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영미어문 전공

영문학, 영어학은 물론 실용영어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일보 학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학과로 선정될 만큼 

서강대학교의 대표적인 전공입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학문, 외교, 통상, 방송, 언론 등 영미어문 분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종교학 전공

종교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여러 종교들을 비교/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종교문화발전에 기여할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문화콘텐츠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IT 등 문화산업과 출판, 언론, 방송 등의 

 미디어 분야 진출

▶ 사회복지분야 및 종교분야 전문가

사학 전공

한국사와 동서양를 균형 있게 탐구하며, 한국사 

분야와 미국사 분야에서 각각 1명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영어강의를 제공, 국제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국사나 세계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사

▶ 연구소, 박물관, 미술관 등의 연구원 

▶ 일반 기업과 언론, 출판, 광고, 게임, SW,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콘텐츠 기획자
철학 전공

근대철학, 독일현대철학, 서양고대철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철학적 지식 

습득은 물론 사유의 힘을 키워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철학인 만큼 

 사회의 전 분야(공공기관, 교육, 기업체, 언론·방송계, 

 금융계, 예술계 등) 진출

▶ 도덕·윤리과목 교사, 대학원, 유학

1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철학과 부문 1위 선정(2010)

정치외교학 전공

국회나 정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권력 현상의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국회 보좌관 등의 정계 및 언론계 진출

▶ 국가고시를 통해 각 정부부처 진출

▶ 시민단체나 NGO 활동, 대학원 진학

미국문화 전공

국내 최초로 문화 연구를 시작한 미국문화 

전공은 미국 대중문화와 문학, 사상사 등을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미국 문화 석사과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 및 언론, 방송, 국제기구, 외교권, 무역 및 

경영, 은행권, 통번역, 출판, 교직, 문화콘텐츠사업, 

예술경영 관련 기업체 진출

100
모든 과목의 영어 강의

주요동문
한국영화 감독 최초로 깐느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박찬욱(철학 82) 영화감독

<암살>, <도둑들>, <타짜>의 

최동훈(국문 90) 영화감독 

국내 최초의 예술행정 

전문가에 도전한

안호상(정치외교학 79) 

국립극장 극장장

국내 대표 금융투자기업 

공채출신 첫 CEO

홍성국(정치외교학 82)  

KDB 대우증권 대표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을 선도하는

안해룡(사학 80) 아시아프레스 대표 

H i g h l i g h t

국어국문학     

제13회 중앙 신인문학상 

시조 부문 당선

(김태형 12)

사학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문화재 

안내문안 만들기’ 우수상 

수상(임평섭 석사과정, 김미소 10) 

종교학

한국 종교 연구에 관한 유일한 

영문 학술지 

<JKRJounal of Korean Religions> 

발행(2010)

영미어문

저명 SSCI학술지 

단독저자 논문 게재

(박진만 06)

미국문화

2011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과 

선정(중앙일보) 

2011~2012년 2년 연속 최상위 

학과 선정(동아일보)

정치외교학

통일교육원 주최 

<제 34회 대학(원)생 통일 논문 및 

통일 홍보 방송광고 현상공모전> 

우수상(안요섭 13) 

사회과학부
 

Social Sciences

철학

漢語橋 세계 대학생 

중국어대회’ 세계 3위, 

아시아 1위 수상 (신소운 14)국어국문학 전공

우리 말과 글, 문학의 특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신문 방송 계통의 언론인

▶ 시인, 소설가, 드라마 작가 등 창작인

▶ 교사, 카피라이터, 출판 편집인

▶ 일반 기업체의 홍보 및 기획 업무

30
매년 30여편 이상 학술 논문 게재

중국문화 전공

언어 중심이 아닌 유일한 ‘문화’기반 학과이며, 

‘중국문화센터’를 통한 여러 강좌와 토론회, 

스터디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외교부, 국립외교원 등 정부기관 

▶ 대기업 및 공기업, 전문직 

▶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매년 중국 최고 명문인 

칭화대 연수(30여명, 2학년 

1학기부터, 전공학생 누구나 

의무적으로 연수) 및 중국 내 

총 16개 대학과 교류

심리학 전공

사회심리학, 동양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등 

20개가 넘는 전공 과목을 개설하여, 자신의 

관심사에 꼭 맞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명강의가 많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기업체의 HRM & HRD분야 

▶ 광고 및 홍보분야

▶ 여론조사 분야 및 초중고의 상담교사

1
중앙일보 대학평가 최우수 학과 선정(2011)

유럽문화 전공

독일문화 전공과 프랑스문화 전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최고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유럽문화 전문엘리트로서 국제기구, 유럽국가와 한국 

간의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문화관련 기관들, 

글로벌 기업들, 전문적 문화번역가, 방송인, 학자

2014
학부교육 특성화사업 (상호문화 소통적 유럽전문인재 

육성사업단) 선정

서강인문,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미래를 
이끌 서강인재가 
태어납니다.
국제인문학부 학장 최기영

사회학 전공

최고의 교수진을 중심으로 가족, 지역사회, 

계층, 성 등 여러 집단을 연구하는 한편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방법과 종교, 지식, 

예술 등 광범위한 인간의 활동이 사회적 토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도있게 탐구합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
▶ 각종 사회조사와 여론조사분야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회학 연관 분야

▶ 기업 관리 및 조정 담당분야

▶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비평 활동

▶ 대학원 진학

매년 2회 동문들이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전문직종 소개 및 

취업 상담 

사회학
콘서트

중국문화

중국전자문화지도 제작

노벨문학상 수상자 모옌 작품 

번역 (이욱연 교수)

심리학

학생생활상담소, 

한국상담심리학회 선정 

우수 선정기관 선정(2011)

사회학

기획재정부&KDI 주관, 

<2015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배지훈 10)

한국사회학회 주관, 

<社.眞.傳.(사회학자 진실을 

전하다)> 은상(최근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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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미디어 전문가가 탄생하는 곳, 
바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장 김용수

40 Years
Sogang Communication Arts Since 1968

PD, 기자, 광고기획자, 홍보전문가, 
디지털콘텐츠 전문가, 그 무엇과 붙어도 
빛나는 이름. 서강대 신방과입니다.

Global 
Programs

2011년 9월 현재 학부는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교 산업사회학부 
미디어 전공과 

대학원은 일본교토대학의 
교육대학원 

미디어역사과와 상호방문 
컨퍼런스 프로그램 시행 

(동아시아 네트워크 
프로그램화 진행 중)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는
전통적인 미디어부터 뉴미디어까지 종횡으로 활약할 우수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정보, 광고홍보, 연극영화, 

디지털미디어/콘텐츠와 같은 4개의 분야별 트랙이 존재하며 

학생은 이를 넘나들며 본인의 영역을 만들어 갑니다.

서강 신방에 없다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강대 동아리하면 
커뮤니케이션학부죠!
◦ 언론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고학년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정보교환과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가리사니’

◦ 새내기 영화인들을 위한 서강대학교의 

 영화제 ‘서강데뷔영화상’

◦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연극 동아리 

 ‘신방연극회’와 영화 제작 동아리 ‘4D’

◦ 서강대학교의 대표적인 PR학회 ‘PRidean’

 청년정책 PR발표회 장려상, SK LTE리더십 제고 

 세미나 주최, 아름다운 커피 PR 프로보노 활동,  

 세계 1위 홍보대행사 Edelman Korea의 

 대학생 홍보대사 Edelman Youth 활동

◦ 국내 최초 대학생 영상 전문 제작단 

 ‘MEGS(Media Experts 

 Group of Sogang)’

 서강대 공식 행사 영상물 제작, 관리 총괄, 

 유스트림 대학생 축제 생중계 공모전 최고작품상

◦ 광고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예비 광고인들의 모임 ‘서강AD’

 레퀴엠 연극 광고, 서강 연극축제 미라클 공연 

 광고 서강문화제 광고 기획 전담, 서강 데뷔 

 영화상 공모전 광고포스터 제작 등

커뮤니케이션학부
 

Communications

Creativity
창의적 아이디어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발전시키는 역량

Curation
콘텐츠 활용 능력을 지니고 

부가가치도 함께 기획할 수 있는 리더십

Communication
소속 집단에서의 조직화 및 관리 능력

Connection
지식과 정보를 전세계 이용자와

연결/공유하는데 필요한 역량

Commerce
창작물에 대한 산업적 응용도 

함께 기획하는 역량

Community
공동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소명감을 지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소양

4 Tracks 
for Media Convergence

예술경영가,
문화콘텐츠전문가

디지털콘텐츠 
전문가

광고홍보 & 헬스커뮤니케이션 
수업과 실습, 각종 산학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 교수와 동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PD

기자 광고기획자, 
홍보전문가

health communicator

언론정보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 향상, 다양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언론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TRACK 1
TRACK 2

디지털미디어 & 콘텐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3D 영화 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이론 연구와 콘텐츠 

제작 능력의 향상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TRACK 4

연극영화 
연극학, 영화학, 예술학, 인문학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제적인 작업 수행을 통해 연극, 

영화, TV 등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TRACK 3

학부 소개

2015 news
◦ 동아리 ‘서강AD’ 제일기획 제36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대상 

◦ 원용진 교수 Google News Fellowship 대표

◦ 현대원 교수 한국VR협회회장 취임

◦ 김학수 교수, 국내 최초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석학회원(Fellow) 선정 

6Cs STAR
MODEL

SOGANG 
communication 

school



동문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서강 금융인의 밤, 서강 공인회계사의 밤, 

동문멘토링 프로그램, 경영인의 날, 서강 

비즈니스포럼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취업 단계뿐 아니라 학계나 업계에 진출한 

후에도 상호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Beta Gamma Sigma(BGS)

AACSB 인증을 취득한 경영대학 만이 개설할 수 

있는 단체, 전 세계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Networking 조직으로  누적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만 참가 가능하며, 유명 인사 초청 강연, 

미국에서 개최되는 포럼 참가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Differentiated 
Programs

Sustainable
Networking

전체 강의의 30% 이상 영어로 진행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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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ASS 
BUSINESS SCHOOL, 
서강경영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경영학부 학장 김주영

경영학부
Business

경제학부는 개설 초인 1960~70년대에 
해외유학 1세대를 교수진으로 대거 영입, 
국내 최초로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면서 
현대경제학 교육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 
경제학계의 유일한 학파인 서강학파를 
낳았습니다. 서강경제는 다양한 경제 이론 
습득, 현실에 응용하여 경제학을 통해 경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특성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 전공 심화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서강경영이라는 이름의 
월드 클래스에서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부
 

Economics

위

세계 수준의 경제학자와 
실무자를 위한 

경제학부

HONORS 
PROGRAM
재학 중 학업성적 우수한 
학생 선발 및 전문교육 실시 

Honor Class & 
Management Program 등

Economic 
Theory
이론경제학
해외 석사 과정 진학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시카고대, 

펜실베니아대 등

Finance
Economics

재무경제학
국내외 주요 금융사 취업 

IMF,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Competence
양질의 경제학 
연구와 교육

Global
글로벌 시대의 
경제학 교육

Classic
新 서강학파로 
전통 계승

미래를 바라보는 

서강학파의 전통

국제적 인재를 향한 차별화된 시스템 

교환학생제도, 아시아 리더 양성 인턴십, 

해외교환학생 Buddy 제도 등의 운용과 Global 

Integrative Module 수업(서강대생+ 美 뉴욕대, 

스페인 ESADE + 이탈리아 Bocconi 학생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팀 연구 프로젝트) 진행은 물론 

경영대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해 GLEE 

커리어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딘즈 리스트(Dean’s list)

매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5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장이 발행하는 인증서와 함께 겨울학기 

인턴십 수강 우선권을 부합니다. 또한 제1경영관인 

마태오관 로비에 이름이 게시됩니다.

11개의 전공심화 인증프로그램 운영

① 회계 → 관리회계전문가

② 재무 → 기업가치평가전문가

③ 인사조직 → 핵심인재관리전문가 

④ 전략 → 전략컨설팅전문가

⑤ 마케팅 → 마케팅핵심전문가

⑥ 경영과학 →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전문가 

⑦ 경영정보 → ICT Management 전문가

⑧ LSOM → 공급사슬관리전문가

⑨ 국제경영 → 해외사업기획전문가 

⑩ 재무/국제경영 → 국제금융전문가

⑪ 인사조직/기업윤리센터 → 기업윤리전문가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서강 경제·경영 
동아리  
경영전략컨설팅학회 WAVB
- FASL 1회(이마트 PB 활성화 방안 제시)대상

- LF creative festival 최우수상

- 금호아시아나 드림윙즈 5기 대상

- FASL 2회 (한국재무설계사 신규고객 

 확보 전략) 최우수상

- Sogang Social Challenge 우수상

-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 FASL 3회(스타트업 뱅크 시장생존 전략) 

 대상 및 우수상

사회공헌비즈니스동아리 Enactus
- KT&G 상상유니브 상상드림프로젝트 

 우수프로젝트 선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 서강 소셜 챌린지 우수상

- Enactus Korea NC(National Challenge) 

 Spirit Award 수상

마케팅학술동아리 SUMM&IT
- 현대자동차 마케팅 마스터클래스 대상

- IBK기업은행, 아시아경제신문창조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마케팅학술동아리 M.A.R.T 
- 다양한 기업과의 산학협동(SK M&C OK 

 Cashbag, 삼성 ECO 프로젝트, 

 LG전자 고Customer Trend Research, 

 삼성에버랜드, 아모레퍼시픽 등) 

- KT&G Marketing League 대상, 

 LG 글로벌 챌린저 대상, 제 33회 제일기획 

 광고공모전 대상, 제 5회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LG전자 마케팅 공모전 우수상, 

 HP 마케팅 공모전 우수상,

가치투자동아리 SRS
- 제1회 K-OTC 기업분석 대회 최우수상

- FCBFI 기업분석 대회 우승 

- CFA IRC 준우승

- 제4회 UIC(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투자콘서트 리서치 대회 준우승

- 동부증권 GAPS 투자대회 설명회

이외에 경영학술동아리 LENS, 

재테크동아리 SWIC, 창업동아리 Black Box, 

재무학회 SG Fenero 등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냉철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경제를 빛낼, 
세계경제를 이끌 꿈을 
꾸십시오. 서강경제가 
그 도약의 장입니다.

조장옥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선출

국내 최초 실험경제학

센터(SEE Lab) 설립(2012)

전현배 교수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 선정

통계청 마이크로이용

센터(MDAC) 설치(2014)

남덕우 경제관 

완공 예정(2018)

경제 기관 및 학자 순위

경제학 분야 지식유통협력체 RePEc 발표

연구실적에 따른 연구기관 순위

IDEAS 발표

국제SCI급 학술지 연구업적 순위

2014년 기준

학부 소개

해외 교류현황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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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학장 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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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싶다면,
또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연과학부로 
오십시오. 그대를 ‘자연스럽게, 함께’ 
서강의 자랑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자연과학부 학장 정순영

공학도의 꿈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할 특성화된 공학인 양성을 
위해 서강대학교 공학부는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공학부 학장 박석

공학부
 

Engineering

자연과학부
  

Natural Sciences

15개의 연구소, 5개의 연구센터, 최첨단 
기자재와 최적의 커리큘럼, 100여 명의 최고의 
교수진이 융합된 자연과학부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우월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인공광합성연구센터, WCU, BK21, 
SRC 등 국내외 교육 및 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공학부는 4개의 전공을 통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BT, NT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과와 
연구소, 산업체 및 산학협력단과의 산학연 
특성화 체제를 구축, 교육프로그램과 
산학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학부 
전체 프로그램은 공학인증을 획득,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인공 광합성 연구센터(KCAP)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0년간 5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와 

인공광합성 국제 공동연구 수행 

서강대-하버드 질병바이오물리연구센터 
미국 하버드대 위스 생물공학연구소(Wyss Institute for 

Biologcially Inspired Engineering)와 공동으로 설립한 센터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바이오물리’ 및 ‘질병치료를 위한 장기 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관우 교수 연구진이 손상된 장기와 

피부에 붙여 회복을 돕는 “세포 스티커” 제작 기술 개발

서강이공의 실력이 태동하는
자연과학&공학부 연구소·센터 

15개의 연구소

글로벌핀테크연구소, 기술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나노물질연구소, 바이오계면연구소, 

바이오융합기술연구소, 반도체기술연구소, 

서강미래기술원, 서강대-(주)빙그레 식품첨단 분석 

연구소, 서강대-(주)엠텍비젼산학 연구소, 

서강대-(주)케이엠더블유 산학 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소, 

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 의료기술연구소, 

C1 가스 리파이너리 연구소

5개의 연구센터

다중현상CFD연구센터, 서강대학교-Humantropics 

연구센터, 양자시공간연구센터, 

서강대-하버드 질병바이오물리연구센터, 

한국 인공 광합성 연구센터(KCAP) 

그래픽으로 읽는 
서강이공계

1 위
2014

전국대학 

기술이전 실적 

3 위
2014

전국대학 

전국대학 특허 등록 건수

금상
201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수도권 주요 사립대 중 서강대 이공계의 취업률 순위

(출처 대학정보공시)

수학

1

물리

1

화학

4

생명과학

4

전자공학

5

컴퓨터공학

1
화공생명공학

5

기계공학

3

자연과학부

공학부

산학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신사업 창출 주도

- 융합클리닉센터

- 오픈이노베이션센터

- 현장실습센터

- 창업교육센터

- SISC(Sogang Infra Service 

 Center)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단

고효율 에너지 나노소재공정

분야의 최고 인재 양성

바이오전자사업단

나노바이오전자소자 기술개발 주도

6개의 산학협력 트랙 운영

공학부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산학협력 과정 이수 가능

미국 APS 글로벌 

물리인력 양성 

인턴십 운영

마방진 미스터리, 서강수학이 끝내다

수학과 학부생 3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2 또는 3의 

지표를 갖는 유한체 위에서 정의된 마방진의 차수’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2015. 2. 13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유한체 분야 최고수학자인 게리 물렌 교수팀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학부생들이 풀어 SCI급 학술지의 

초고속 승인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학과 아너 클럽(Math Honor Club) 2기인 정우석(제1저자, 수학11), 

김연호(수학11), 이기선(수학 09)

SCI급 연구논문 제1저자, 서강에서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2014년 11월 8일, 재료공학-섬유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Dyes and Pigments> 온라인판에 게재된 ‘신규 반도체 소재 

합성 및 박막트랜지스터 응용’논문은 한재욱 학생이 학부생으로 

제1저자로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carbazole, 

carboline 기반의 유기물 반도체 소재를 이용한 

유기박막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 획기적인 연구는 반도체 

분야의 큰 진전입니다. 한재욱(화공생명공학 09)

서강 1등이면 전세계 1등이다

2015년 9월, 화학공학과의 학생 네 명으로 이루어진 SKSS팀이 

한국화학공학회가 주최하는 제 4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협업과 서강 1등이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1등이라는 도전의식으로 쾌거를 이뤘습니다. 상금 중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며 그동안의 서강 교육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서경준, 신광인, 신용현, 김현진(이상 화공 10)

윤경병 교수(화학)
▶ 태양에너지 이용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고감도 

 비선형광학물질 개발
▶ 방사성 세슘 흡착  

 신물질 개발
▶ 대한민국 학술원상

 (자연과학 기초 부문)

이진원 교수(화공생명공학)
▶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 연구비 9년간 1,400억 

송태경 교수(전자공학)
▶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초음파영상기술 개발
▶ 세계 최초 초음파 동적수신집속 기술 개발
▶ 초고해상도 초음파 영상이론 확립

공경철 교수

(기계공학) 
▶ 국내에서 가장 빠른 

 치타 로봇 개발
▶ 아이언맨처럼 

 강해지는 

 ‘입는 로봇’ 개발

학부 소개

자립형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서강이공

수학, 화학, 물리학, 생명과학 전자공학, 화공생명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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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과 낡은 것은 
미래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식융합학부는 
인문학 - 예술 - 기술 융합, 
Learning by Doing, Global 
Experience 등 창의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만들고 
이끌어갈 글로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공부하기 
어렵냐고요? 늘 숙제하고 
시험 보는 현재 방식보다는 
훨씬 재미 있답니다. 

◦ 2011년 한국형 
 스티브 잡스를 목표로 
 신설!
◦ Creation, Beyond 
 Imagination
 (상상, 그 이상의 창조)
◦ 융합형 프로젝트 
 중심의 창의적 
 교육시스템 운영! 

Make New Things
Make Things New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뛰어넘다.
아트&테크놀로지, 
국제한국학 2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문의 틀을 
벗어난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한국과 세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인문학, 사회과학, 
IT 등의 전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A&T
2015 주요 수상 실적
김지원 13

오하이오 주립대 필름 페스티벌 

공식 초대작 12작품에 선정 

문혜진 15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선정 

김준하 13, 박민영13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선정 

권새봄 12, 김세영12, 김재중13

K-Global 스타트업 

스마트디바이스 공모전 

장려상 수상

박선우 12, 박채린 12

2016 HCI Korea Creative 

Award 선정

12학번 김세영 외 3인

KOTRA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경연대회 1, 2위 수상

A&T 주요 활동
 신영균 해외탐방 프로그램 

전공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탐방기획을 통하여 도전적 융합인재 양성

2015년 탐방 국가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헝가리

 국제협력교육에의 적극적 참여 

- Carnegie Mellon University,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2010,2011)

- Smithsonian Institution(2012)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Creative media(2014)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Creative Technologies(2014)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ew Zealand(2014)

 Imagination Seminar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구글, 삼성전자, 제일기획,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arnegie Mellon 

University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Aix-en-Provence School of Art 등 다양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산업 분야의 현장 실무 전문가 초청

 Mentoring Day 

김낙회(전 제일기획 대표), 권혁빈(스마일게이트그룹 대표),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종일(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하청요(UI/UX디자이너), 

홍상화(미디어아티스트) 등 저명인사와의 멘토링 행사 개최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준비된

융합형 인재를 미리 만나보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alan kay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교과과정
◦ 심화전공과 다전공과정 운영

◦ 2개 전공 모두 2 Track으로 구성

 (Interactive Art + Entertainment Technology)

인문학
창의적 기획 / 스토리텔링 / 가치 창출

Brand Manager, Creative Director 

Media Marketer, Producer, Entrepreneur

공학
IT융합기술 구현 / IT융합기기 신제품 개발

Game Developer, App Developer

AR Professional, New Media Designer

Software Engineer, IT Planner

문화예술
감성 표현 / 아트·미디어·디자인·콘텐츠

UX Designer, Game Designer

Product Manager, Theme Park Designer

Interactive Designer, Digital Artist, Web Planner

지식융합학부
 

Integrated Knowledge

N
o 

B
ou

nd
ar

y

A&T Creative Learning Infra
◦ Computer Lab ◦ Fabrication Lab
◦ Art Studio & Open Lab (상상력 자극하는 학습공간)
◦ Sound Studio (녹음&편집)
◦ AT 스몰 크리에이터 그룹 3명 이상 12명 이하

학생들의 창작, 연구활동을 위한 학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년 100만 원 지급

구
현
력

표
현
력

기
획
력

2012 
국내 대학 최초 학부과정 신설

English 
해외 교류를 전제로 하는 전공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

Performance 
+ 제1회 국제한국학포럼 (2015 Global Korean Studies Forum) 개최 

+ 서강국제한국학포럼, 서강 융합기술경진대회 대상 수상  

+ 12 윤영빈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선정

+ 14 양소희 한국문화기획 최우수 프로젝트,

   KIA-UNESCO CAMP 최종 40인 선정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영어본 초록 번역(실록 전체 번역 프로젝트 진행 중) 

한국을 보는 가장 세계적인 눈  

국제한국학전공 

http://creative.sogang.ac.kr

학부 소개

지식융합학부 학장 송태경

뉴미디어+문학
뉴문

조명 예술
개미들

캐릭터 디자인
하드-캐리

게임
Level Up

스튜디오
엘리펀트 랩

음악+영상
Odd Muse Group

퍼포먼스
SCG

영화
Russian Roulette

설치미술
Space Odyssey

국제한국학

전공 해외교류

프로그램

서강대

국제한국학

홍콩

City 

University

일본

Sophia

University

영국

S.O.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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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에 지원하며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특히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는 과정이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이었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교수님과 함께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였기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입학 전에 서강대를 생각해보면 '차분함'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이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입학식, 수업 등에 

참여하면서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러면서도 

그 안에 고민의 깊이는 남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대학의 상과 

부합하여 누구보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한 과목만이 아닌 여러 과목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강의 학풍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학 정보를 찾던 중 

서강대학교의 여러 가지 특색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취업률이나 

고시실적에만 목매달고 있는 현재, 

서강대학교는 진짜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느껴졌고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결과가 발표되고 다른 학교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논술 고사를 보러 왔을 때 느낀 

아담하지만 조용하고 정갈한 서강대학교의 

캠퍼스 분위기와, 앞서 말한 매력 때문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의 첫인상은 세간의 인식처럼 

‘공부 많이 하는 모범생’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입생환영회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런 인식은 확실히 깨졌습니다. 선배들은 정말 

재미있게 논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은 제가 강의 

도중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질 

정도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바로 서강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에 맞는 학생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입학 전에는 다전공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심리학을 복수전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싶었고, 신문방송학을 통해 

경제전문 기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싶었으며 경영학을 복수전공해서 베이스가 

탄탄한 경영학도로 차별성을 두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전공인 경제학 

하나를 관리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 시작이니까요. 

하고 싶은 것이 더 명확해지면 서강대라는 

제 자랑스러운 선택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강과 제가 함께 할 

시너지효과를 기대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는 폭을 더욱 넓히고 싶어 

선택한 사회학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해 

‘이야기’라는 것이 주는 울림의 힘을, 그리고 

수학을 통해 자연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는지 직접 느끼고 

알아가고도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그 시선들을 무너뜨리고, 비슷하게 

세상을 인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저만의 시선을 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통해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강에서 
만들어 갈 
나만의 
남다른 시선

서강, 
나의 
자랑스러운 
선택

허
창
혁

사
회
학
 1
6 
/ 
학
생
부
종
합
 자

기
주
도
형

오
세
준
 

경
제
학
 1
6 
논
술
전
형

『위험사회』, 『하류지향』,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고등학교 학창시절 세상을 깊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인 책들입니다. 

경제학 전공에는 수학이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대학 

생활 내내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Freshman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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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수시 합격자 발표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서강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결과 발표 시간이 늦은 편이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 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들었던 안도의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재수를 하기로 결심했던 저로서는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기쁘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수리논술은 결코 쉽지 않다고 정평이 나있었기에 논술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논술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서울권 주요 대학의 기출 문제를 출력하여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풀었던 문제들의 

답안을 다시 작성해 보는 등의 방법으로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기에 더욱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오며 싼 

제 가방과 그 안에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서강대에서 제가 선택한 전공은 

화공생명공학입니다. 오래전부터 유전공학 

관련이나 유기화학 계열에 흥미가 높았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약계열이나 

화장품 제작 및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기에 기회가 된다면 

다전공으로 수학 전공을 선택하여 통계 계열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서강대에 들어오면서 진로에 관해 

단순하고 획일화 되지 않은, 열려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으니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서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미래에 저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내신 성적은 과히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내 과학 

동아리에서의 꾸준한 활동과 수차례의 

과학보고서대회 수상경력이 과학에 대한 제 

열정을 대변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제 꿈에 관해 

진솔하게 작성했고 이 부분이 인정을 받아 

서강대에 입학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의 고교생활이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는 

아버지께서 졸업한 학교이며 제가 수학한 

고등학교와도 아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과학을 공부하던 

중에 가장 흥미를 끈 것이 물리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역학뿐만 

아니라 상대성이론과 양자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에도 호기심이 생겼고 이 같은 이론을 

발표하여 인류의 문명에 변혁을 가져온 

물리학자들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고 저 또한 

인간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물리학을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신개념 하드웨어의 

개발이라는 꿈을 갖고 있는 제겐 서강대의 

다전공 제도는 꿈을 위한 훌륭한 길이자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을 부전공하여 

이론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면 앞으로의 꿈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남들과는 다르게 만드는 요인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꿈이 다르기에 

목표가 다르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서강대에서, 서강대의 매력을 

통해 저만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수의 

전공의 지식과 사고방식의 융합을 통해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담긴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다

나만의 
진솔한 꿈을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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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은 몇 개의 공식으로 

물체의 운동과 상태를 척척 계산해 

냅니다. 큐브가 바로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제 소중한 물건들을 이 트렁크에 

담아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의 많은 추억이 여기에 

담길 거라 기대해요. 

Freshman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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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부임했을 때와 지금의 서강대를 

비교해보면 교육 시설 및 환경, 교육 방법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및 실험실 

시설, 취업지원센터, 글쓰기센터 같은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시설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산학협력 교육과 상시 진행되는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학교로 변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장으로 있는 

지식융합학부는 서강대에서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여러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서강대의 변모한 모습 

덕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성적에 의해 서열화된 대학 

및 전공 순위에 맞추어 지원하는 세태와는 달리 

대부분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전공 모두 창의적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learning by doing 교육, 

인문-예술-기술 융합교육, 국제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어 가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지식융합학부 뿐만 아니라 서강 교육 전반에 

걸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는 기술이 

역사 상 유래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삶의 모습과 문화, 산업의 형태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미래의 

서강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지금 취직하고 싶은 

기업이나 관련 산업들은 졸업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졌거나 다른 형태로 

변모하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현재 

보이거나 배우는 상태로 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가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면적 

사고와 이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넓게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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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 위에서 형태를 쌓아올려야 

합니다. 서강은 규모나 형태가 타 대학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서강입니다. 서강은 다른 대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서강 본연의 모습으로, 대학의 본질로 

서강이 세계의 명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서강대생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특이한 

학생입니다. 서강을 선택하여, 서강만의 

학풍을 통해 더욱 특이한 학생으로 거듭납니다. 

여기서 특이라 함은 메인스트림에서 보면 

바로 ‘혁신’입니다. 그렇기에 꼭 메인스트림 

자체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위한 다름이 아니라 대체불가능한 

특이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강에는 바로 그런 

특이함이 있습니다. 서강은 미래를 열어 갈 

새로움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대학입니다.  

이제 세상은 모든 학생들에게 융합적인 가치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합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자기 스스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영역도 최대한 노력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타 

분야의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현하는 가치들도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라고 말 할 때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인간적인 가치를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전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하여 

이동할 수 있는가를 논했다면 이제는 

그런 기능을 넘어선 이동 과정에서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강에서 이런 고민을 즐겨 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역량을 발전시켜 보십시오. 물론 그런 

고민과 실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기 스스로 어느 분야에서든 글로벌한 

경쟁력을 키운다면 세상은 반드시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시대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pilogue

fr
om

 p
ag

e 
8

권혁빈 동문 
전자공학 92

스마일게이트 CEO

송태경 교수 
지식융합학부 학장



서강대학교는
같은 내신, 같은 활동, 같은 수능이 

같은 실력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고등학교 학업 및 생활 전반을 조망합니다.

대한민국 고교 교육과정이라는 공통적인 제도하에서도

수험생이 처한 상황과 각자의 개성은 다릅니다.

수험생의 성장환경을 고려하고 서로 달리 가지고 있는 장점에 주목합니다.

기록된 학업성취도가 반드시 대학에서의 역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험생의 과거만이 아닌,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읽고자 합니다.

수많은 수험생, 그리고 선발된 합격자로부터,

단 한 명의 특별한 인재를 탄생시키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철학은 선발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http://admission.sogang.ac.kr 

입학팀 tel 02.705.8621 fax 02.705.8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