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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입시전형 주요사항 안내

1.1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
인원

수시
1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차 819 49.6% 780 50.8%

정시 282 17.1% 248 16.2%

계 1,650 100% 1,534 100%

학생부 반영학기 변경
1~2학년 4개 학기 중 최우수 2개 학
기

1~3학년 1학기 5개 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

학과명 변경

호텔조리과→호텔외식조리과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전공
레저스포츠과→스포츠지도과

모집인원 변경
아동보육과 (66명)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40명)
레저스포츠과 (80명)

아동보육과(68명)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42명)
스포츠지도과(40명)

폐과 유아교육과(야) 외식산업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2021학년도 입시전형 주요사항 안내

1.1 2021학년도 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학생부: 1학년~3학년 1학기 총 5개 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 반영)

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652명

일반과정
졸업자

전문과정
졸업자

연계교육
경력자
전형

농어촌 수급자 및 차상위

71명 47명 8명 2명 4명 7명

전형방법
학생부전형: 학생부 100%
면접전형: 학생부 40%+면접60%
실기전형: 학생부 10%+실기 90%

학생부 100%
학생부100%

단, 간호학과 예외

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441명

일반과정 졸
업자

전문과정 졸
업자

경력자
전형

농어촌
수급자 및 차

상위
전문대이상
졸업자

40명 23명 2명 4명 7명 71명

전형방법
학생부전형: 학생부 100%
면접전형: 학생부 40%+면접60%
실기전형: 학생부 10%+실기 90%

학생부 100%
학생부100%

단, 간호학과 예외

전적대학 성적
100%

단, 간호학과
예외

가. 수시 1차

나. 수시 2차

▶정원외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방법 : 간호학과는 학생부 40%+면접60%

▶정원외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방법 : 간호학과는 학생부 40%+면접60%
▶정원외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형방법: 간호학과는 전적대학성적 40%+면접 60%



2021학년도 입시전형 주요사항 안내

1.1 2021학년도 시기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학생부: 1학년~3학년 1학기 총 5개 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 반영)

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248명
농어촌 수급자 및 차상위

전문대이상
졸업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8명 29명 81명 30명

전형방법
수능전형: 수능 100%
실기전형: 학생부 10%+실기 90%

학생부100%
단, 간호학과 예외

전적대학 성적
100%

단, 간호학과 예외
면접100%

다. 정시

▶정원외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방법 : 간호학과는 학생부 40%+면접60%
▶정원외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형방법: 간호학과는 전적대학성적 40%+면접 60%



프로그램 기본 구성

1.1 링크 접속

1) http://consult.mncapro.com/solution/swwu/

1.2 상담 시작하기

1) 상단의 링크에 접속한 후 수시상담하기 탭을 클릭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솔루션 진행 시 처음 화면

2) 수시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우측 상단의 화면처럼 상담자의 정보 입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http://consult.mncapro.com/solution/swwu/


학과 맞춤 상담

1.1 학과 맞춤 상담 진행

1) 본인의 출신 고교와 상담 유형, 관심 전형 등 상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보기 위해 성적을 입력합니다.
(학생부 성적반영은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중 최우수 2개 학기의 평균등급을 입력합니다.
개별 학기별 성적을 잘 모를경우 대략의 평균등급을 입력하여 전년도 성적과 비교합니다.)

2) 관심있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최대 3개까지 가능)

▶학생부 전형 – 아래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면접전형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수시1차), 제과제빵과, 비즈니스과 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
▶ 실기전형 – 연기영상과, 실용음악과
▶ 일반과정/전문과정졸업자전형 – 치위생과(주/야), 물리치료과,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 경력자전형 – 치위생과(야간) 



학과 맞춤 상담

1.2 학과 맞춤 상담 진행

2) ★표시가 뜨는 관심있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다른 학과도 상담 가능)

3) 모집 인원과 전년도 경쟁률, 추가합격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1) 입력 후 학과맞춤상담 탭을 클릭합니다.



학과 맞춤 상담

1.3 학과 맞춤 상담 진행

2) 학과, 그리고 전형 별 반영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3) 관심있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최대 3개까지 가능)

1) 전년도 입시결과를 본인의 성적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3) 학과소개, 교육목표, 취업분야, 취득 자격의 각 탭을 누르면 해당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 맞춤 상담

1.1 전형 맞춤 상담 진행

3) 학과별 모집 인원과 작년도 입시 경쟁률, 등급 평균과 대략적인 진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 전형 맞춤 상담 탭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이 해당되는 혹은 희망하는 전형을 선택합니다.



성적 맞춤 상담

1.1 성적 맞춤 상담 진행

2) 안정, 적정, 가능 중 원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성적과 최근 입시 결과가 비교된 대략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적 맞춤 상담 탭을 클릭합니다.



기타 안내

1) 오시는 길 탭을 클릭하면 인제캠퍼스와 해란캠퍼스를 가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1.1 오시는 길

2) 입학홈페이지 탭을 클릭하면 수원여자대학교 입학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문의처

수원여자대학교는 모든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