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이공계 특성화대학 전형 비교
 개요 및 특징
2020학년도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의 모집인원, 원서접수, 전형방법, 평가
방식, 면접일자, 기타(수시모집 제한 적용, 정시모집 여부 등)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공계특성화대학(DGIST, GIST, KAIST, UNIST)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므로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POSTECH은 일반대학(사립)이므로 수시모집 6회 지원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공계특성화대학은 수
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형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
합니다(단, KAIST는 특기자전형과 타전형의 중복지원이 가능함).
정시모집을 실시하는 DGIST, GIST, KAIST는 군외 선발을 실시하고, 이중등록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수시모
집에서 타 대학에 합격했어도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1. 이 자료는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모집요강>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으며, 정부정책 및 대학 구조조정에 의해 모집인원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학의 모
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이공계 특성화대학 전형 비교
1. 모집인원 및 원서접수
대학

모집인원

원서접수

DGIST

220명 내외

2019. 09. 06.(금) ~ 09. 10.(화) 18:00

GIST

198명 내외

2019. 09. 06.(금) ~ 09. 10.(화) 18:00

KAIST

750명 내외

2019. 09. 06.(금) ~ 09. 11.(수) 17:00

POSTECH

330명 내외

2019. 09. 06.(금) ~ 09. 10.(화) 18:00

UNIST

395명 내외

2019. 09. 06.(금) ~ 09. 09.(월) 18:00

2. 전형방법
대학

전형방법
[학교장추천전형](40명 내외) / [일반전형](145명 내외) / [특기자전형](10명 내외)

DGIST

1단계(4배수) : 서류100
2단계 : 면접100
[학교장추천전형](40명 내외) / [일반전형](113명 내외) / [특기자전형](10명 내외)

GIST

1단계(4배수 내외) : 서류100
2단계 : 서류70+면접30(단, 특기자전형의 경우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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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전형](85명 내외) / [일반전형](550명 내외) / [특기자전형](20명 내외)

KAIST

1단계(일반전형 2.5배수, 학교장추천 3배수 , 특기자 2배수 내외) : 서류100
2단계 : 서류60+면접40
[일반전형](300명 내외) / [창의IT인재전형](20명 내외)

POSTECH

1단계(3배수) : 서류100
2단계 : 면접100
[일반전형](315명 내외) / [특기자전형](20명 내외)

UNIST

1단계(3.5배수) : 종합서류평가100
2단계 : 서류50+면접50
[지역인재](25명 내외) 종합서류평가 100

3. 평가방식
대학

평가방식
▪ 서류 평가
[공통]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및 탐구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함.
[특기자전형] 특기분야에 대한 우수성 확인

DGIST

▪ 면접 평가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리하여 실시
[학교장추천전형, 일반전형]
- 발표면접 : 제시문을 기반으로 문해능력, 스토리텔링능력, 창의력을 다각도로 검증
- 개별면접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탐구역량, 사회적 역량 등을 종합평가
- 학업역량평가 : 수학(필수)·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 중 택1)에 대한 학업역량 검증
[특기자전형] 특기분야발표 : 특기분야에 대한 우수성 확인
▪ 서류 평가 서류종합평가

GIST

▪ 면접 평가
[학교장추천전형, 일반전형] 지원자의 내적역량을 확인하고, 전공수학능력 평가(수학·과학 구술
면접), 과학교과 구술면접은 원서 접수시 선택한 과목(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 1)으로 진행.
[특기자전형] 지원자의 특기를 확인하고, 인‧적성 및 영재성 등을 평가
▪ 서류 평가
[학교장추천전형, 일반전형]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특기자전형] 특기의 우수성, 학업성취도, 학교생활충실도 및 인성, 도전‧창의‧배려,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KAIST

▪ 면접 평가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특기자는 특기역량)과 학업 외 역량 평가
-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학교장추천전형] 수학‧과학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 1)
[일반전형] 수학‧과학‧영어 관련 개인별 구술면접(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 1)
[특기자전형] 특기 관련 우수성과 잠재력 확인면접
- 학업 외 역량 :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및 공통질문에 대한 개인별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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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평가 지원자의 잠재력(이공계 소양‧재능/학업 열정‧태도/대인관계‧품성), 수학 가능한
학업능력 평가(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 면접 평가
[일반전형] 지원자의 인성, 자질/태도, 사고력 등 과학기술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POSTECH

종합적으로 확인(개인면접, 블라인드 면접)
[창의IT인재]
- 잠재력평가 면접(개인면접, 블라인드 면접) : 인성, 자질/태도 종합 평가
- 창의력평가 면접(블라인드 면접)
∨ 개인면접 : IT융합역량, 사고력 및 창의력 평가
∨ 그룹면접 : 융합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 서류 평가
[일반전형, 지역인재]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등 종합평가
[특기자전형] 학업역량, 해당분야의 발전가능성, 학교생활 충실도 등 종합평가

UNIST
▪ 면접 평가
[일반전형] 지원계열 적합성 및 서류 확인, 인성 등 종합평가
[특기자전형] 지원전형 적합성, 열정, 끈기, 인성 등 종합평가

4. 면접일자
대학

면접일자

DGIST

2019. 10. 21.(월) ~ 10. 25.(금) 중

GIST

2019. 10. 29.(화) ~ 11. 01.(금) 중

KAIST
POSTECH
UNIST

일반전형 2019. 11. 27.(수)
학교장추천, 특기자전형 2019. 11. 28.(목)
일반전형 2019. 11. 16.(토)
창의IT인재전형 2019. 11. 16.(토) ∼ 11. 17.(일)
2019. 11. 01.(금) ~ 11. 02.(토) 중

5. 기타(수시모집 제한 적용, 정시모집 여부 등)
대학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수시모집 제한 적용 여부

학교장 추천인원
정시여부

적용 안 함
1명 이내
정시(수능우수자전형) : 10명 내외(수능100)
적용 안 함
2명 이내
정시(수능위주) : 20명 내외(1단계 수능70+서류30, 2단계 인성면접(P/F)
적용 안 함
2명 이내
정시(수능우수자전형) : 15명 내외
적용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용 안 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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