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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기술 특성화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3.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수시 모집에는 어떤 전형이 있나요?
1)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등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전체

들의 수시 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

모집인원은

동일합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체

인원의

94.68%를 선발하며, 실기 전형으로 3.0%(POSTECH 제외)를 선발합니다.

하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카이스트, 지스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디지스

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는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텍은

트는 1명, 지스트는 2명, 카이스트는 2명입니다. 전형 특성상 각 고교별로 추천받은 우수한 학생들

법적으로는 사립 일반대학과 같기 때문에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해당됩니다.

과 경쟁하게 됩니다.

2) 정시에서는 가나다군과는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학 수시 합격자도

유니스트의 지역인재는 울산 출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UNIST는 과학기술 특성화

정시에 이공계특성화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고, 이공계 특성화대학 수시 합격자도

대학중 유일하게 인문계열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포스텍 제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은 수시 모집의 전형 간에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정시 모집의 비중이 낮습니다. 유니스트와 포스텍은 정시 모집을 하지 않고, 지

대학명

스트는 20명, 디지스트는 10명, 카이스트는 15명입니다.
4) 장학금 혜택이 많고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등의 길도 열려있으며, 소수정예로 학

전형명(모집인원)

일반(550명 내외)
학교장추천(85명 내외)
고른기회 (40명 내외)
카이스트
특기자(20명 내외)

사가 운영되는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2.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에서는 어떻게 학과를 선택하나요?
리더십 등을 배우고, 4학년 때 진로에 맞는 트랙별 맞춤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스트 - 1학년 때 전공구분 없이 기초교육학부로 지내고, 2학년 때부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전기전자컴퓨터,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지구·환경공학 중 심화전공을 선
택해 이수하게 됩니다.
지스트

카이스트 - 학과 구분없이 입학한 후, 1학년 말에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융합
를 선택하며 학과의 정원 제한은 없습니다.
유니스트 - 이공계열과 경영계열 중 선택해 입학하고, 1학년 말 트랙을 두 개 선택
합니다. 1트랙은 본인이 입학한(이공/경영) 계열 내 소속희망학부 내에서 고르
고, 2트랙은 학부나 계열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 창의IT인재 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학과 구분없이 단일계열로 입학 후
특정 시점부터 창의IT융합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
의IT융합공학과는 창의IT인재 전형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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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5.04
11.68
5.85
14.85

1단계 : 서류 (일반 2.5배수, 학교장추천 3배
수, 특기자 2배수)
2단계 : 면접

-

일반(145명 내외)

12.16

학교장추천(40명 내외)

10.38
16.4

특기자(10명 내외)

9.9

일반(113명 내외)

13.66

학교장추천(40명 내외)

18.63

고른기회(15명 내외)
특기자 (10명 내외)
일반(315명 내외)
기회균등(35명 내외)
유니스트
특기자(20명 내외)
지역인재(25명 내외)
일반(300)
포스텍 고른기회(10)
창의IT(20)

기초학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내의 학부/학과

2019학년도
경쟁률

외국고(40명 내외)

디지스트 고른기회(15명 내외)

디지스트 - 기초학부로 입학합니다. 기초과학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소양, 창의적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것

2019학년도와

12.47
16.30
10.30
4.91
10.40
5.84
7.52
4.05

서류평가 100%
1단계 : 서류 (4배수)
2단계 : 발표면접, 개별면접, 학업역량평가
1단계 : 서류 (4배수)
2단계 : 발표면접, 개별면접, 학업역량평가,
특기발표
1단계 : 서류 (4배수)
2단계 : 면접
1단계 : 서류 (3.5배수)
2단계 : 면접
서류 100%
1단계 : 서류 (3배수)
2단계 : 면접

4) 디지스트

4. 과학 기술 특성화 대학의 면접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일반전형, 학교장추천
1) 카이스트

전형, 고른기회전형에서 2019학년도에는 그룹토의를 실시했으나, 올해 발표면접으로 바뀐점

최종 합격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6 : 4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구분

면접 내용 및 방법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구분

일반전형

학업

수학·과학 관련 구술면접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

학교장추천전형

역량

(일반 전형은 영어 관련 구술면접 추가)

과학 중 선택 1과목

특기자 전형

모든 전형

특기

학업 외
역량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 관련 우수성과 잠재력을 확인 구술면접

역량

특기자 전형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지원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 구술면접

면접 내용 및 방법
발표면접 – 제시문을 기반으로 문해능력, 스토리텔링, 창의력을 다각도로 검증
개별면접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탐구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종합 평가
학업역량평가 – 수학, 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 중 택 1)에 대한 학업역량 검증)

* 특기자 전형은 위의 면접 + 특기 분야 발표 면접을 실시 – 특기 분야에 대한 우수성 확인

확인할 수 있음.

5) 포스텍
2) 지스트

면접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잠재력과 창
구분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 전형

면접 내용 및 방법
종합

내적역량 확인 -전공수학(修學)능력 평가

면접
특기
면접

의력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발

(수학/과학 구술 면접)

지원자의 특기 확인-인·적성 및 영재성

구분
일반전형

서류전형 70% +면접전형30%

고른기회
전형

서류전형 결과와 면접전형

면접 내용 및 방법

지원자의 과학공학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 사고력, 이공계 분야 수
학을 위한 기본 역량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잠재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창의IT전형

창의력평가

개인면접 – 지원자의 인성, 자질, 학업 태도 등 과학기술계 글로벌 리더
로서의 잠재력
가) 개인면접: IT 융합역량, 사고력 및 창의력 평가
나) 그룹면접: 융합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한 창의력 평가

3) 유니스트
서류평가

50%,

구분

면접평가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면접 내용 및 방법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대학입니다. 이

일반전형
기회균등전형

지원계열 적합성 및 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 정성평가

특기자 전형

지원전형과의 적합성, 열정, 끈기, 인성 등을 종합 정성평가

공계 분야에 특기가 있고 과학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
생들은 적극적인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것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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