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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부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 UNIST 비전 및 인재상 >

 

비 전

￭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인 재 상

￭ UNIST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

￭ 정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지닌 자

￭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자

￭ 지원관련 분야의 우수한 학업능력을 성취한 자

￭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자

￭ 특정분야의 재능과 창의성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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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1.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

단위
학부 전공

학생부종합전형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이공

계열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기계공학, 원자력공학 및 과학

255명

내외

20명

내외

20명

내외

31명

내외

도시환경공학부
환경과학공학, 도시건설공학,

재난관리공학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산업디자인, 인간 및 시스템공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과학, 나노재료공학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전기 및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부 물리학, 화학, 수리과학

경영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 재무⋅회계학, 벤처경영

31명

내외
-

4명

내외

5명

내외

계
286명

내외

20명

내외

24명

내외

36명

내외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계열별 모집(2학년 진급 시 학부 및 전공 자유 선택 - 융합전공)

※ 전형간 중복지원 불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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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5. 9. 11(금) ~ 9. 15(화)

18:00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자기소개서
2015. 9. 11(금) ~ 9. 16(수)

18:00까지
온라인 입력만 가능

교사추천서

(기회균등전형)

2015. 9. 11(금) ~ 9. 17(목)

18:00까지

온라인 입력만 가능

(지원자 원서접수 후

작성 가능)

학교장추천공문

(지역인재전형)
2015. 9. 11(금) ~ 9. 17(목)

마감일 발송분에

한함

우수성입증자료,

지원자추가서류(검정고

시출신자 온라인 제공

대상자 제외),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미동의자에 한함)

2015. 9. 11(금) ~ 9. 16(수)

(689-798)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UNIST 입학팀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면접평가

일반전형 2015. 10. 26(월) ~ 10. 30(금) 중

UNIST
면접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

창업인재전형 2015. 10. 26(월) ~ 10. 30(금) 중

지역인재전형 2015. 10. 26(월) ~ 10. 30(금) 중

기회균등전형 2015. 10. 26(월) ~ 10. 30(금) 중

합격자

발표

1단계 합격자 발표 2015. 10. 22(목) www.unist.ac.kr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11. 13(금) www.unist.ac.kr

최종합격자 통보 마감 2015. 12. 21(월)

등록확인

예치금납부

합격자 등록
2015. 12. 11(금) ~ 12. 14(월)

16:00까지

추후 별도 공고

마감일

16:00까지(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충원 합격자 통보

1차: 2015. 12. 16(수) 이전

2차: 2015. 12. 17(목) 이전

3차 이후 충원 합격자는

개별통보(통보마감:2015.

12. 21(월) 21:00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15. 12. 22(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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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전형

1. 모집인원 : 286명 내외(이공계열 : 255명 내외, 경영계열 : 31명 내외)

2. 지원자격

○ 지원계열 관련분야의 학업역량이 우수한 자로서 특히 이공계열은 수학・과학 분야에,

경영계열은 수학・외국어 분야에 열정이 뛰어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

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1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40호) 제 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3. 평가방법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여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열정,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종합다면면접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열 적합성 및

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4. 합격자선발

가. 1단계 :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종합다면면접평가결과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5.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외국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조기졸업예정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1년 ~ 2016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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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5. 9. 11(금) 09:00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2015. 9. 16

(수) 18:00까지 직접입력

다.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선택 제출 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

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

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함

-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그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A4 크기로 제출

- 우수성입증자료는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함(초과된 자료는 우수성입증자료로 인정하

지 않음)

-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로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연구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표지, 목차, 자신의 연구결과가 게재된 페이지를 복사

하여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라. 지원자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지원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①,②,③ 중 1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② 의료급여자격득실 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③ 의료급여증명서(읍․면․동주민센터) 1부

- 유의사항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추가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

2) 외국고교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16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3) 검정고시출신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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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확인서(UNIST 서식 사용) 1부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8. 면접

가. 면접일정 : 2015. 10. 26(월) ~ 10. 30(금) 중

나. 면접방법

- 면접형태 :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다면면접

- 평가내용 :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

관계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3인이 20분 내외로 실시

※ 면접 세부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UNIST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9. 전형료 : 100,000원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포함

나.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40,000원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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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업인재전형

1. 모집인원 : 20명 내외(이공계열 : 20명 내외)

2. 지원자격

○ 수학・과학 관련 학업역량 및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이력이 우수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1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40호) 제 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3. 평가방법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여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열정,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

- 집단토론면접평가 : 지원전형과의 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종합다면면접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출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

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4. 합격자선발

가. 1단계 :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집단토론면접평가결과 25%, 종합다면면접평가결과 25%

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5.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외국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조기졸업예정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1년 ~ 2016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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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5. 9. 11(금) 09:00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2015. 9. 16

(수) 18:00까지 직접입력

다.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선택 제출 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

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

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함

-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그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A4 크기로 제출

- 우수성입증자료는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함(초과된 자료는 우수성입증자료로 인정하

지 않음)

-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로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연구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표지, 목차, 자신의 연구결과가 게재된 페이지를 복사

하여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라. 지원자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지원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①,②,③ 중 1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② 의료급여자격득실 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③ 의료급여증명서(읍․면․동주민센터) 1부

- 유의사항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추가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

2) 외국고교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16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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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3) 검정고시출신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확인서(UNIST 서식 사용) 1부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8. 면접

가. 면접일정 : 2015. 10. 26(월) ~ 10. 30(금) 중

나. 면접구분 :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

1) 집단면접

- 면접형태 : 집단토론면접

- 평가내용 : 지원전형과의 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5명 내외의 지원자들이 주어진 소재(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다

수의 면접위원은 토론시간(40분 내외) 동안 지원자들을 관찰

2) 개별면접

- 면접형태 :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다면면접

- 평가내용 :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2인이 15분 내외로 실시

※ 면접 세부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UNIST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9. 전형료 : 100,000원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포함

나.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40,000원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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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인재전형

1. 모집인원 : 24명 내외(이공계열 : 20명 내외, 경영계열 : 4명 내외)

2. 지원자격

○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지원 분야의 선도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고교에서 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이수기간 동안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교당 최대 5명까지 추천 가능)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1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40호) 제 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3. 평가방법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여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열정,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종합다면면접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열 적합성 및

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4. 합격자선발

가. 1단계 :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종합다면면접평가결과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5.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학교장추천공문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문 발송 필수
지원자격증빙서류지원자 기준의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조기졸업예정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1년 ~ 2016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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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5. 9. 11(금) 09:00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2015. 9. 16

(수) 18:00까지 직접입력

다. 학교장추천공문

-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문 발송

- 공문의 추천자 명단과 실제 지원자 명단이 일치해야 함(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추

천공문에 따름)

라. 지원자격증빙서류

- 지원자 기준의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역인재전형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지원

자) 1부를 추가로 입학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마.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선택 제출 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

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

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함

-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그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A4 크기로 제출

- 우수성 입증자료는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함(초과된 자료는 우수성 입증자료로 인정

하지 않음)

-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로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연구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표지, 목차, 자신의 연구결과가 게재된 페이지를 복사

하여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바. 지원자추가서류

1)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확인서(UNIST 서식 사용) 1부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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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접

가. 면접일정 : 2015. 10. 26(월) ~ 10. 30(금) 중

나. 면접방법

- 면접형태 :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다면면접

- 평가내용 :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

관계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3인이 20분 내외로 실시

※ 면접 세부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UNIST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9. 전형료 : 없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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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회균등전형(정원 외)

1. 모집인원 : 36명 내외(이공계열 : 31명 내외, 경영계열 : 5명 내외)

2. 지원자격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건

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

로자, 한부모가족지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③ 세월호 참사 당시(2014. 4. 16.)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였던 학생

(※모집정원의 1% 이내에서 선발 가능)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16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40호) 제 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3. 평가방법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여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열정,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종합다면면접평가)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지원계열 적합성 및

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4. 합격자선발

가. 1단계: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종합다면면접평가결과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5.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교사추천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지원자격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해당되는 자격 증빙서류를 지원자 기준으로 제출

(단,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였던 학생은 공통 제출서류만 제출)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외국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조기졸업예정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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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1년 ~ 2016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5. 9. 11(금) 09:00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2015. 9. 16

(수) 18:00까지 직접입력

다. 교사추천서

- 해당 고교 교사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검정고시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 현직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 외국고교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외 현직 고교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추천인이 외국인일 경우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 교사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5. 9. 17(목) 18:00까지 추천자가 직접입력

라. 지원자격증빙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지원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①,②,③ 중 1개)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② 의료급여자격득실 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③ 의료급여증명서(읍․면․동주민센터) 1부

2)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1부

3)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4)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5) 차상위 자활근로자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6)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확인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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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발급) 1부

￭ 유의사항

- 증명서 및 확인서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별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가족관계증명서

는 반드시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

마.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선택 제출 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

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

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함

-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그에 해당되는 입증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A4 크기로 제출

- 우수성 입증자료는 최대 3개까지 제출 가능함(초과된 자료는 우수성 입증자료로 인정

하지 않음)

-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로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연구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표지, 목차, 자신의 연구결과가 게재된 페이지를 복사

하여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바. 지원자추가서류

1) 외국고교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16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

※ 외국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2) 검정고시출신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3)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확인서(UNIST 서식 사용) 1부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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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접

가. 면접일정 : 2015. 10. 26(월) ~ 10. 30(금) 중

나. 면접방법

- 면접형태 :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다면면접

- 평가내용 :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

관계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3인이 20분 내외로 실시

※ 면접 세부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UNIST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9. 전형료 : 없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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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2015. 9. 11(금) 09:00 ~ 9. 15(화) 18:00까지

2. 원서접수 전형료 및 결제방법

가. 전형료(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전형명 일반전형 창업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기회균등전형

전형료 100,000원 100,000원 - -

나. 결제방법은 원서접수대행업체의 결제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다.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40,000원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라.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단,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중 외

국고교 출신자의 추천인이 외국인일 경우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나.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수정 마감일시(9. 16(수) 18:00)까지 작성 및 수정을 완료해야 함

다. 교사추천서는 지원자 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 된 후에 작성이 가능함(접수 중에는

입력 불가능)

라.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수험번호는 접

수완료 후 자동 부여됨

마.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된 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함(접수 이전

에는 수정 가능)

바.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충족이 현저한 경우 및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후 전형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사.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재출력 가능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를 권장함(국가장학생 선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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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지원자

UNIST 입학홈페이지 접수대행업체

원서접수 배너 클릭 원서접수 배너 클릭

접수대행업체 로그인

·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입학원서 작성

· 사진(3×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함(컬러사진 업로드)

↓

입력사항 확인

↓

자기소개서 작성(모든전형 필수)

↓

전형료 결제

↓

접수 완료 및 미작성 자기소개서 입력

· 접수 완료 후에도 9. 16(수) 18:00까지 자기소개서 수정 가능

↓

접수 완료

· 접수가 완료된 후 입력사항 변경, 취소, 환불 불가

· 전형료 결제가 완료가 되면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됨

↓

접수 완료 후 수험표 출력

↓

우편으로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추가서류, 지원자격증빙서류, 우수성입증자료 등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접수완료 페이지에서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우편 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

교사추천서 입력(기회균등전형에만 해당됨)

· 교사추천서는 지원자가 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 된 후에 작성이 가능하며, 접수 중에는

입력 불가함

· 교사추천서 입력 완료 기한 : 9. 17(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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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

1)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5. 10. 22(목)

2)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1. 13(금)

나.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 기간에 UNIST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합격자 발표는 UNIST 입학홈페이지 조회 페이지에서 하며 합격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유선상 질의를 통한 합격여부 확인 불가)

라.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마. 합격자는 UNIST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합격통지서, 등록(예치)금 고지서, 등록포기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 및 출력해야하며,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등에 명기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6. 충원 합격자 발표

가. 충원 합격자 발표

1) 1차 : 2015. 12. 16(수) 이전

2) 2차 : 2015. 12. 17(목) 이전

3) 3차 이후 충원합격자는 개별 통보

나.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5. 12. 21(월) 21:00까지

1) 충원기간 이후 발생하는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할 수 있음

다. 충원 합격자 발표(1차, 2차)는 반드시 UNIST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합

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라. 충원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마.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 주기 바람

1) 입학원서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UNIST 입학처에 즉

시 알려주시기 바람(052-217-1120/1180)

2) 연락처가 잘못 기재, 변경되었거나 수험생 혹은 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

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예를 들어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

바. 합격자는 UNIST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합격통지서, 등록(예치)금 고지서, 등록포기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 및 출력해야하며,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등에 명기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7. 등록

가. 합격자 등록 : 2015. 12. 11(금) ~ 12. 14(월) 16:00까지(4일간)

나.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15. 12. 22(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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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예치)금은 등록 기간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라. 등록방법

1) UNIST 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후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

상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2) 등록(예치)금 고지서는 UNIST 입학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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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원자 유의사항

1. UNIST는 특별법인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로 수시 지원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2. 2016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3.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유사도 검

증을 실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기준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

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 규정」별표 1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

함

4. 지원자가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

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지원하여야 함

5. 접수기간 중에 포함된 휴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원서 접수 작성은

가능하나 방문 제출은 불가능함

6.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혹은 일정배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자가

UNIST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다음 단계 평

가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입학전형 관련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돌려받지 못함

8. 면접에 결시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됨

- 면접당일 입실시간 이후에는 입실 불가

9. 미등록 충원 이후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음

10.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UNIST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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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등록포기 및 등록(예치)금 환불 요청서는 UNIST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2. 등록포기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UNIST 등록(예치)금 환불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서 작성

시 입력한 은행 계좌로 입금

3. 입력한 계좌번호가 잘못되어 발생되는 불이익은 UNIST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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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1] 자기소개서 : 일반,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자기소개서

￭ 지원자 기본정보
성   명 수험번호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검정고시:          년          월                       지구합격)
(외국고등학교:                (국가)                      고등학교)

전형구분  □ 일반      □ 창업인재      □ 지역인재      □ 기회균등  
지원계열  □ 이공계열           □ 경영계열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
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입력하세요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
니다(1,500자 이내).

입력하세요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
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입력하세요

4. UNIST 인재상 중 하나와 부합하는 교내활동을 선택하여 활동참여 동기, 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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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2] 교사추천서 : 기회균등

교 사 추 천 서

￭ 지원자 기본정보
성   명 수험번호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검정고시:          년          월                       지구합격)
(외국고등학교:                (국가)                      고등학교)

전형구분  □ 기회균등 
지원계열  □ 이공계열           □ 경영계열

￭ 지원자의 재학/출신고등학교 유형 (중복선택가능)

 

□ 일반계고등학교(평준화 지역) □ 일반계고등학교(비평준화 지역) □ 과학고등학교
□ 영재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 국제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 검정고시 □ 외국소재고등학교 □ 기타

￭ 추천교사 인적사항 및 학생과의 관계
추천교사 이름 소속학교명

담당과목명 학생과의 관계 담임교사/OO교과교사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학생과 교류기간        20xx년 3월 ~ 20xx년 8월[xx개월]

1. 본인은 이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으며 본 추천서의 내용을 지원자와 제3자에게 공개
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이 추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추천
인 서약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약할 경우에는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추천인의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위의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15 년    월     일

                                                     교사 성명                   

U N I S T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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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의 학업 관련 영역에 대해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를 선택)

평가 항목

평가 대상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학업에 대한 목표의식과 노력

2)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3)수업 참여도

지원자의 학업 관련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25

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2.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대하여 "V"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불가’를 선택)

평가항목 매우우수함 우수함 보통 미흡 평가불가

1) 책임감

2) 성실성

3) 리더십

4) 협동심

5) 나눔과 배려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 관계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

다.(250자 이내, 개조식으로 기술 가능)

3.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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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3] 학교장추천공문 : 지역인재

○○고등학교

수신자 

(경유)

제  목 2016학년도 ○○고등학교 지역인재전형 추천자 명단 제출

   

          UNIST 2016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의 추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

다.

         

연번 수험번호 성  명

1

2

3

4

5

  끝.

OO고등학교장  직인  

★

협조자   

시행 00고등학교-@N ( 2015.  . ) 접수 ( )

우 ***-*** ****시 *** / http://www.******.hs.kr

전화 (***) ***-**** /전송 (***) ***-**** /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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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4]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 : 일반,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

성명 수험번호

전형구분  □ 일반     □ 창업인재     □ 지역인재     □ 기회균등 

지원계열  □ 이공계열                □ 경영계열

고교명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연락처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검정고시:      년     월        지구합격)

(외국고등학교:          (국가)          고등학교)

번호 우수성 입증자료명

1

2

3

<우수성 입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의 내용만 기입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출

하지 않음

*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은 한번만 작성
*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는 입증자료별로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각각 작성
* 작성한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입증자료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우수성 입증자료 목록,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1), 입증자료(1),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2), 입증자료(2))
* 입증자료는 별도의 제본 없이 A4 크기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제출금지
* 사설기관과 연계된 자료는 평가 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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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5]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 일반, 창업인재, 지역인재, 기회균등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

■ 우수성입증자료 번호

 수 험 번 호 성 명

■ 우수성입증자료 유형  

자 료 명

해당영역
  □ 교과 (○ 수학   ○ 과학   ○ 영어   ○ 기타 )

  □ 비교과 (○ 자율활동 ○ 동아리활동 ○ 봉사활동 ○ 진로활동 ○ 기타) 

개인/단체   □ 개인         □ 단체 (단체명:           인원:            ) 

기     간 년     월  ~        년    월 (약      개월)

■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우수성입증자료로 선택한 이유, 그로 인한 자기평가를 서술하시오. (공동연구일 
경우 ‘우수성 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의 역할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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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6] 조기졸업예정 확인서 : 조기졸업예정자

조기졸업예정 확인서

출신고교

학 교 명 전화번호 (    )      - 

담당자

(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이름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계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 학생은 2016년 2월 조기졸업 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U N I S T 총장  귀하
※ 작성한 조기졸업예정 확인서는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 밀봉하여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 : (689-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UNIST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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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ereby pledge that the information that I am providing about the applicant is true and I will not disclose 
any contents of this recommendation to either the applicant or to any 3rd parties under any circumstances.
 
                                                          Date                          
 
                                
                             Name                           Signature                   

[별첨 서식 7] 영문 추천서 : 기회균등

  

  Letter of Recommendation

￭ Applicant’s Information

Name :                            Date of Birth :                          

School :                                             

School Address :                                                                            

Applying for : □ Science and Engineering Schools  □ Business and Management School

￭ Type of School

□ Public School   □ Private School 

￭ Teacher's Information 

 Name :                                   Subject(s) :                                   

 Telephone :                                     E-mail :                                     

School :                                           

School Address :                                                                            

Total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                             

How long have you known the applicant :    years    months (mm/dd/yy  –  mm/dd/yy)

In what context have you known the applicant :                                          

　　　　　　　       
Please mail a completed form to the address below, in a signed and sealed envelope.

Undergraduate Admissions Team

#105, Main Administration Build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gil 50, Ulju-gun, Ulsan, Republic of Korea, 68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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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Contents of  Evaluation N/A
Below

Average
Average Good

Very

Good 
Outstan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① Responsibility □ □ □ □ □ □

② Integrity □ □ □ □ □ □

③ Leadership □ □ □ □ □ □

④ Teamwork □ □ □ □ □ □
⑤ Consideration of 

Others □ □ □ □ □ □

Field Contents of  Evaluation N/A
Below

Average
Average Good

Very

Good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

and Ability

① Study goals / 

objectives and effort □ □ □ □ □ □
② Self-directed 

learning □ □ □ □ □ □

③ Class Participation □ □ □ □ □ □

1. Check the applicant's academic ability on the chart, and provide corroborating details or grounds 
for your opinion.  

If there are any specific examples supporting your opinion, please explain.

2. Check the applica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chart, and provide corroborating details or 
grounds for your opinion.  

If there are any specific examples supporting your opinion, please explain.

  

3. Please describe whatever you think is important about the applicant, including a description of 
his/her school, educational background, family background, or outstanding acade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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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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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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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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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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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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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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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

(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

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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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

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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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시 유의 사항>

1. 교사추천서는 추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교사추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 교사 및 지원

학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교사추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

처리 되거나,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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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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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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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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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

(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

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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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성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5.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사추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

이므로,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외부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을 작성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교사추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