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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충청으로

가자! 고양으로

어디서나 가까운 대학!

나의 꿈도 가까워집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용기!
역시 중부대학교입니다

충청캠퍼스  |  고양캠퍼스

수시모집요강
 2 0 2 1 학 년 도



전문인재, 
바른인재, 
창의인재로의 학생성장을

지향하는 중부대학교!
세상과 잇는 징검다리 
나는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인재의 기준
당신은 어떤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까?



변화하는 인재의 기준
당신은 어떤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곳,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인 브레인, 
나는, 중부인이다!



·전국 187개 대학 중 최상위 등급 획득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30억~90억 재정 지원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 참여 가능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2018)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대학! 

·바이오화장품학전공 최우수학과 (2017)

·건축학전공 최우수학과 (2016)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우수학과 (2015)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기관 인증

·국제교류

3+1 유학 및 복수학위 (공동학위) 시행

해외자매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최우수등급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우 수 등 급 :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 추진

·지역·전공의 특성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부^대교협 주관)

기업이 뽑은 최우수학과
선정

교육부주관 교원양성평가

최우수등급 
획득(2016) 

교육부지정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2019) 

교육부지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2016)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

(동아일보^고용노동부^마크로밀엠브레인 주관)

청년드림대학
선정(2019)



뜨거운 열정으로

원대한 꿈을 꾸고,
앞선 실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는, 중부인이다!



중부인의 꿈을 
실현하는

다양한 장학금 

· 학업장려장학금 : 충청캠퍼스 신입생 전원 장학금

· 고교추천장학금 : 충청캠퍼스 등록자 상위 고교

· 우수학생 추천장학금 : 학부(전공) 교수 추천자

· 1인당 평균 장학금액 3,768,500원
: 2019년 정보공시 기준

           

최고의 
교육을 위한 
가치 투자 

학사제도

꿈꾸는 
청춘을 위한

 신입생 복지

· 캠퍼스 내 소속변경(전과) 가능

(사범학부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캠퍼스 간 소속변경(전과) 가능

(사범학부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제외)
: 선발방법 및 인원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

· 캠퍼스 간 복수전공(복수학위) 취득 가능

(학년별 모집정원의 20%)

· 학생생활관

충청·고양캠퍼스(성적순 및 거리순 배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생활관(원흥동 소재) 

: 소득분위에 따라 입사 가능

· 무료통학버스 운행

충청캠퍼스(대전 지역) 및 
고양캠퍼스(삼송역, 원흥역, 백석역)

· 현장실습부터 취업연계프로그램까지

  산학협력으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 창업지원센터운영(창업동아리, 캠프)으로 
  든든한 창업 지원

특별한 인재를 
양성하는

 취업·창업특성화
지원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나는 바꿔야 한다.
망설이는 나를....
멈춰서 있는 나를...
용기없는 나를.... 
바꿔야 한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무 살에 서 있기 때문이다.

스무 살, 진짜 ‘나의 삶’을 시작하자
나에겐 중부가 있다.

1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3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정원내)

5  전형별 모집인원

9 전형일정

10 세부 전형별 안내

37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1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42 지원자 유의사항

45 등록 및 환불안내

46 전형료

47 학사안내

52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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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1. 2021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요약

전형유형 전형명 전형요소 및 전형비율 모집인원 비고

학생부(교과)

학교생활우수자 학생부(교과) 70%+면접30% 504

정원내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100% 698

지역인재 학생부(교과)100%  54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 학생부(교과) 60%+실기40%  18

국가보훈대상자 학생부(교과)100%   5

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100%  53

정원외특성화고교졸업자 학생부(교과)100%  15

기초생활/차상위계층자 학생부(교과)100%  38

실기위주
실기우수자

학생부(교과) 30%+실기70% 337

정원내학생부(교과) 30%+면접70%(항공서비스학전공,골프학전공) 98

체육특기자 학생부(교과) 20%+출결10%+서류(실적)50%+면접20%   8

학생부(종합)
진로개척자 학생부(교과) 40%+학생부(비교과)30%+면접30% 100 정원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교과) 40%+학생부(비교과)30%+면접30%   3 정원외

2. 2021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단계전형 폐지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단계선발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1단계 6배수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단계선발 폐지

     (지원자 전원 면접 실시)

■ 지역인재전형 전형방법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40% + 학생부(비교과)30% + 면접30% · 학생부(교과)100%

■ 골프학전공 전형방법 변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30%+실기70% · 학생부(교과)30%+면접70%

■ 체육특기자 모집인원 조정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모집인원 14명 8명(사격2명, 배구4명, 골프2명) 특기자(볼링) 모집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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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주요사항

■ 모집단위 모집방법 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단위 방법 모집단위 방법

항공관광학부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통합 항공관광학부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개별
호텔외식산업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호텔비즈니스전공 개별

호텔비즈니스전공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통합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개별
아동보육학전공

바이오융합학부

바이오식품학전공

통합 보건복지학부

바이오식품학전공 개별

헬스케어제약공학전공

바이오화장품학전공 개별
바이오화장품학전공

애완동물자원학전공 통합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통합
동물보건학전공(신설)

환경조경학전공 통합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개별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학전공 통합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개별

공연예술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통합 공연예술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개별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신설) 개별

골프학전공 골프학전공 개별

■ 모집단위 신설

2021학년도
비  고

모집단위

경찰경호학부 경찰탐정수사학전공 30명 개별모집

항공관광학부 항공경영물류학전공 25명 개별모집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02명 통합모집
동물보건학전공

공연예술체육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30명 개별모집

공연예술체육학부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35명 개별모집

■ 모집단위 명칭변경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단위 모집단위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사범학부

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

문화콘텐츠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문화콘텐츠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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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캠퍼스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계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93 7 100

경찰법학전공 38 2 40

경호보안학전공 60 0 60

경찰탐정수사학전공(신설) 27 3 30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18 2 20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98 7 105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45 0 45

호텔비즈니스전공 35 0 35

항공경영물류학전공(신설) 25 0 25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45 0 45

멀티케어학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간호학과  교직  간호교육인증 89 6 95

물리치료학과 35 3 38

한방보건제약학과 25 0 25

사회복지학전공 40 0 40

바이오식품학전공 25 0 25

바이오화장품학전공 30 0 30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102 0 102
동물보건학전공(신설)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25 0 25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25 0 25

공연예술체육학부

대중음악전공 37 3 40

뷰티케어학전공 30 0 30

뷰티비즈니스전공 연계(융복합)전공

레저스포츠학전공 40 0 40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신설) 30 0 30

골프학전공 30 0 30

소계 1,047 33 1,080

※  교직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간호교육인증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년)

※ 연계(융복합)전공  :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 보건행정학과(멀티케어학전공), 뷰티케어학전공(뷰티비즈니스전공)

※ 정시 모집인원이 0명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함

0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정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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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캠퍼스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계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경영학전공 40 5 45

국제통상학전공 41 4 45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36 4 40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18 2 20

초등특수교육 18 2 20

중등특수교육 18 2 20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7 3 40

토목공학전공 36 4 40

소프트웨어
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6 4 40

정보보호학전공 40 6 46

스마트IT전공 30 0 30

ICT전공 연계(융복합)전공

IoT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모바일S/W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벤처창업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경영·금융보안전공 연계(융복합)전공

전기전자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46 4 50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7 3 40

문화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40 5 45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50 10 60

사진영상학전공 교직 41 4 4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45 4 49

토탈패션메이커스전공 연계(융복합)전공

공연
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연출/제작

55 10 65
연기

실용음악학전공

기악/음향

40 10 50작곡

보컬

엔터테인먼트학전공 36 4 40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신설) 35 0 35

소계 775 90 865

합계 1,822 123 1,945

※ 교직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연계(융복합)전공  : 모집단위에 소속된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ICT전공, IoT융합전공, 모바일S/W융합전공, 벤처창업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정보보호학전공(정보보안S/W융합전공, 경영·금융보안전공), 문화콘텐츠학부(토탈패션메이커스전공)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정원내)



Joongbu University 5

충청캠퍼스(정원내)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지역
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특수체육교육)

국가
보훈

대상자

실기
우수자

체육
특기자

진로
개척자

(70/30) (100) (100) (60/40) (100) (30/70) (20/10/50/20) (40/30/30)

경찰
경호
학부

경찰행정학전공 30 44 10 1 8

경찰법학전공 11 18 5 4

경호보안학전공 28 28 4

경찰탐정수사학전공(신설) 10 11 3 3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18

항공

관광

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6 5 80 7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16 23 3 3

호텔비즈니스전공 13 18 2 2

항공경영물류학전공(신설) 20 5

보건
복지
학부

보건행정학과 15 27 3

간호학과 교직  간호교육인증 35 45 5 4

물리치료학과 10 17 4 1 3

한방보건제약학과 10 15

사회복지학전공 13 22 5

바이오식품학전공 10 13 2

바이오화장품학전공 13 15 2

애완동물
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43 55 4

동물보건학전공(신설)

건축토목
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0 13 2

문화콘텐츠 
학부

문헌정보학전공 8 15 2

공연
예술
체육
학부

대중음악전공 37

뷰티케어학전공 20 10

레저스포츠학전공 7 27 6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신설) 5 25

골프학전공 10 18 2

합계 315 394 54 18 2 215 8 41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 중복지원 가능

※  교직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간호교육인증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년)

※ 실기우수자전형의 항공서비스학전공, 골프학전공의 전형방법은 학생부(교과)30% + 면접70%로 실시함

03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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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캠퍼스(정원외)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100) (100)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5 4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2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4 4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 교직  간호교육인증 4

물리치료학과 3 3

합계 18 11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

※  교직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간호교육인증 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2021년)

전형별 모집인원



Joongbu University 7

고양캠퍼스(정원내)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국가보훈
대상자

실기
우수자

진로
개척자

(70/30) (100) (100) (30/70) (40/30/30)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14 21 1 4

국제통상학전공 15 22 4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5 17 4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7 9 2

초등특수교육 7 9 2

중등특수교육 7 9 2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12 21 4

토목공학전공 12 20 4

소프트웨어
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11 21 4

정보보호학전공 13 20 1 6

스마트IT전공 10 20

전기전자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4 25 1 6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11 22 4

문화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40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50

사진영상학전공 교직 15 21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5 25 5

공연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연출/제작 25

연기 30

실용음악학전공

기악/음향 18

작곡 6

보컬 16

엔터테인먼트학전공 11 22 3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신설) 35

합계 189 304 3 220 59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

※ 교직 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집단위로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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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캠퍼스(정원외)

학부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100) (100) (100) (40/30/30)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3 3

3

국제통상학전공 3 2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3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1

초등특수교육 1

중등특수교육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 3 5

토목공학전공 3

소프트웨어
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

정보보호학전공 4 3 4

스마트IT전공 2

전기전자자동차
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5 3 4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 3

문화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 2

공연예술
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2

합계 35 15 27 3

※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 모집단위 및 타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

전형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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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2020. 9. 23(수) ∼  9. 28(월)

■ 서류제출 : 2020. 9. 23(수) ∼ 10. 22(목)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 인정)

단,  진로개척자전형 및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2020. 9. 23(수) ∼ 10. 13(화)

고사 지원 캠퍼스 일정 전형명 및 모집단위 고사장소 비고

면 
접
고 
사

충청캠퍼스 11. 20(금)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충청캠퍼스

각 고사장

고사장 및

시간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체육특기자 전형

고양캠퍼스 11. 13(금) 학교생활우수자전형
고양캠퍼스

각 고사장

충청 및 고양 
캠퍼스

충청캠퍼스 11. 21(토)

고양캠퍼스 11. 14(토)

진로개척자전형 모집단위

해당캠퍼스에서

면접실시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 
기
고 
사

충청캠퍼스

11. 17(화) ∼ 11. 21(토)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충청캠퍼스  

각 고사장

11. 21(토) 경호보안학전공

11. 20(금)

특수체육교육과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골프학전공(면접) 골프교육장

11. 18(수) ∼ 11. 20(금) 대중음악전공 건원관

고양캠퍼스

11. 11(수)

산업디자인학전공

지정고사장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11. 10(화) ∼ 11. 14(토)

연극영화학전공

고양캠퍼스

각 고사장
실용음악학전공

11. 13(금) ∼ 11. 14(토)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합격자 발표
단계전형 합격자발표 2020. 11. 03(화)

홈페이지

공지
최종 합격자발표 2020. 12. 01(화)

등록 및 환불

예치등록 2020. 12. 28(월) ~ 12. 30(수)

본교 지정은행

공휴일

(토요일포함)은

환불하지 않음

충원등록 2020. 12. 31(목) ~ 2021. 01. 05(화)

최종등록 2021. 02. 08(월) ~ 2021. 02. 10(수)

 ※ 면접 및 실기일정은 코로나19 확산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예정)

 ※ 외국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를 팩스로 발송할 경우 원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단계전형 합격자발표는 진로개척자전형에 한함 

04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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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30

경찰법학전공 11

경호보안학전공 28

경찰탐정수사학전공 10

항공관광학부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16

호텔비즈니스전공 13

항공경영물류학전공 20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15

간호학과 교직 35

물리치료학과 10

한방보건제약학과 10

사회복지학전공 13

바이오식품학전공 10

바이오화장품학전공 13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43
동물보건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0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8

공연예술체육학부 뷰티케어학전공 20

소계 315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14

국제통상학전공 15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5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7

초등특수교육 7

중등특수교육 7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12

토목공학전공 12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11

정보보호학전공 13

스마트IT전공 10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4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11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전공 교직 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5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11

소계 189

합계 504

05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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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학생부(교과) 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70%(65.1%) 30%(34.9%)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 비율임

나. 면접고사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창의력 중심)

반영비율 50% 25% 25%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학생부(교과)성적과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라.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부(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 

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마.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고사
충청캠퍼스 2020. 11. 20(금)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고양캠퍼스 2020. 11. 13(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 - 학교생활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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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학생부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44

경찰법학전공 18

경찰탐정수사학전공 11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6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23

호텔비즈니스전공 18

항공경영물류학전공 5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27

간호학과 교직 45

물리치료학과 17

한방보건제약학과 15

사회복지학전공 22

바이오식품학전공 13

바이오화장품학전공 15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55
동물보건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3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15

공연예술체육학부

뷰티케어학전공 10

레저스포츠학전공 7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5

골프학전공 10

소계 394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21

국제통상학전공 22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17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9

초등특수교육 9

중등특수교육 9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21

토목공학전공 20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21

정보보호학전공 20

스마트IT전공 20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25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22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전공 교직 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5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22

소계 304

합계 698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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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다.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생부(교과) - 학생부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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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지역인재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10

경찰법학전공 5

경찰탐정수사학전공 3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5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3

호텔비즈니스전공 2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 교직 5

물리치료학과 4

사회복지학전공 5

바이오식품학전공 2

바이오화장품학전공 2

애완동물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4
동물보건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 2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2

합계 54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자

다.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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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학생부(교과) -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18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총점

반영비율 60%(68.6%) 40%(31.4%)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실기고사 종목별 등급 기준표

           등 급   
  종 목 1 2 3 4 5 6 7 8 9

10m왕복달리기
(2회 40m) (단위 : 초)

남 9.00이하 9.30∼9.01 9.60∼9.31 9.90∼9.61 10.20∼9.91 10.50∼10.21 10.80∼10.51 11.10∼10.81 11.11이상

여 9.70이하 10.00∼9.71 10.30∼10.01 10.60∼10.31 10.90∼10.61 11.20∼10.91 11.50∼11.21 11.80∼11.51 11.81이상

써전트 점프
(단위 : cm)

남 75이상 74∼70 69∼65 64∼60 59∼55 54∼50 49∼45 44∼40 39이하

여 55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20 19이하

윗몸 굽히기
(단위 : cm)

남 30이상 29.9∼26.0 25.9∼22.0 21.9∼18.0 17.9∼14.0 13.9∼10.0 9.9∼6.0 5.9∼2.0 1.9이하

여 30이상 29.9∼26.0 25.9∼22.0 21.9∼18.0 17.9∼14.0 13.9∼10.0 9.9∼6.0 5.9∼2.0 1.9이하

윗몸일으키기
(1분) (단위 : 회)

남 70이상 69∼65 64∼60 59∼55 54∼50 49∼45 44∼40 39∼35 34이하

여 60이상 59∼55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이하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운동복, 운동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체육교육과 사무실(041-750-6838)에 문의바람

다. 종목별 실시방법

종  목 실 시 방 법

10m왕복달리기

(40m)

· 출발준비는 부저로 신호하며, 센서 통과시점부터 시간 측정한다.
· 출발 후 전방 10m 바닥의 버튼을 터치하고 되돌아와 출발선 바닥의 버튼을 터치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되 마지막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 바닥의 버튼 터치 시 반대편 손이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된다.
· 측정은 1회 실시한다. (단, 측정 중 의도성 없이 넘어져 파울을 받을 경우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1회 추가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최종 파울시에는 최저점을 적용.

제자리높이뛰기

(써전트)

· 점프에 유리한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판을 터치하여 높이를 측정한다.
· 준비 및 착지 시 양발 모두 라인(70cm×70cm)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측정은 2회 실시하며, 최고점을 기록한다.
· 파울범위 :  - 점프 전 두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경우

- 측정 기구를 찍지 못할 경우, 
- 착지 시 발이 준비라인에서 벗어날 경우(선을 밟는 것 포함)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굽히기

(좌전굴)

· 측정기에 앉아 몸을 굽혀 양손 끝으로 측정판를 밀어 거리를 측정한다.
· 2초 이상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 측정 시 반동이나 무릎을 굽혔을 경우 파울로 간주한다.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일으키기

· 측정대 위에 앉은 후 발 고정대에 발을 고정한다.
· 윗몸일으키기 횟수는 양손을 깍지 껴 뒷머리에 붙인 상태로 매트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 윗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동작을 1회로 함 
· 위의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하여 그 총 횟수를 기록한다.
· 파울범위 : 파울 동작이 나오면 그 횟수는 최종 횟수에서 제외한다.

- 배 치 기 : 뒤로 누울 때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그 반동을 이용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팔 치 기 : 뒤로 누울 때 팔을 과도하게 젖혀 팔꿈치가 측정대 밑으로 내려 가게 한 후 그 반동으로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깍지파울 : 측정 중 손의 깍지를 느슨하게 하는 행위, 손가락이 빠지는 경우, 손의 위치를 머리 위로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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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실기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라.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실기고사 2020. 11. 20(금)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실기 성적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 -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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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국가보훈대상자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1

보건복지학부 물리치료학과 1

소계 2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1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1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1

소계 3

합계 5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다.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다.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1부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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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위주 - 실기우수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호보안학전공 28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80

공연예술체육학부

대중음악전공 37

레저스포츠학전공 27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5

골프학전공(면접) 18

소계 215

고양캠퍼스

문화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40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50

공연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전공
연출/제작 25

연기 30

실용음악학전공

기악/음향 18

작곡 6

보컬 16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35

소계 220

합계 435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실기 전형총점

반영비율 30%(33.3%) 70%(66.7%)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가-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항공서비스학전공, 골프학전공)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실기(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30%(33.3%) 70%(66.7%)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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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기고사

1) 경호보안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태권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또는 품새(택1)
 - 태권도복, 태권도화

유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 유도복

검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 검도복, 호구, 죽도

합기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호신술
 - 합기도복

용무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호신술
 - 용무도복

특공무술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호신술
 - 특공무술도복

공수도
 -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 경기력(겨루기)
 - 공수도복

※ 유의사항

- 성명, 학교명 및 체육관명이 부착된 도복 착용 시 실기고사에 참가할 수 없음

(단, 테이프 등으로 blind 처리 시 착용 가능)

- 실기고사 시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하여 부상에 대비하여야 하며, 부상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손발보호대, 낭심보호대는 학교에서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호보안학전공 사무실(041-750-6412)에 문의바람

2)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평가방법 출제내용 배정비율 복장 및 준비물

전공관련
구술평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50%
· 복       장 : 교복 착용 원칙

- 교복이 없는 경우 
남학생 : 흰색 반팔 또는 긴팔 상의, 검정색 긴바지 복장 가능
여학생 : 흰색 반팔 또는 긴팔 상의, 하의는 무릎을 가리지 않는 검정색

스커트 복장 가능
· 신       발 : 슬리퍼 제공
· 머리모양 : 이마를 드러내고 깔끔하게 묶거나 짧은 머리일 경우 이마와 

귀가 보이도록 함

바른인성 및 가치관 25%

종합적 사고력 25%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서비스학전공 사무실(041-750-6386)에 문의바람

3) 대중음악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보컬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보컬전공자 중 희망자는 댄스를 추가할 수 있음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형태)

연주악보 5부 제출

연주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실기시험 중 필요한 경우 다른 장르의 악곡연주를 요구

할 수 있음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형태),

연주악보 5부 제출

프로듀서
· 자작곡 1곡 악기연주 또는 자작곡 오디오파일 제출

· 기초 악전에 대한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악보 5부 또는

자작곡 오디오파일(USB형태) 제출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MR은 오디오 파일로 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음악전공 사무실(041-750-6654)에 문의바람

세부 전형별 안내
실기위주 - 실기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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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 종목별 등급 기준표

           등 급   
  종 목 1 2 3 4 5 6 7 8 9

10m왕복달리기
(2회 40m) (단위 : 초)

남 9.00이하 9.30∼9.01 9.60∼9.31 9.90∼9.61 10.20∼9.91 10.50∼10.21 10.80∼10.51 11.10∼10.81 11.11이상

여 9.70이하 10.00∼9.71 10.30∼10.01 10.60∼10.31 10.90∼10.61 11.20∼10.91 11.50∼11.21 11.80∼11.51 11.81이상

써전트점프
(단위 : cm)

남 75이상 74∼70 69∼65 64∼60 59∼55 54∼50 49∼45 44∼40 39이하

여 55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20 19이하

윗몸굽히기
(단위 : cm)

남 30이상 29.9∼26.0 25.9∼22.0 21.9∼18.0 17.9∼14.0 13.9∼10.0 9.9∼ 6.0 5.9∼2.0 1.9이하

여 30이상 29.9∼26.0 25.9∼22.0 21.9∼18.0 17.9∼14.0 13.9∼10.0 9.9∼6.0 5.9∼2.0 1.9이하

윗몸일으키기
(1분) (단위 : 회)

남 70이상 69∼ 65 64∼ 60 59∼55 54∼50 49∼45 44∼40 39∼35 34이하

여 60이상 59∼55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이하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레저스포츠학전공(041-750-6653),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041-750-6804~5)에 문의바람

종  목 실 시 방 법

10m왕복달리기
(40m)

· 출발준비는 부저로 신호하며, 센서 통과시점부터 시간 측정한다.

· 출발 후 전방 10m 바닥의 버튼을 터치하고 되돌아와 출발선 바닥의 버튼을 터치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되 마지막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 바닥의 버튼 터치 시 반대편 손이 지면에 닿아서는 안된다.

· 측정은 1회 실시한다. (단, 측정 중 의도성 없이 넘어져 파울을 받을 경우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1회 추가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최종 파울시에는 최저점을 적용.

제자리높이뛰기
(써전트)

· 점프에 유리한 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판을 터치하여 높이를 측정한다.

· 준비 및 착지 시 양발 모두 라인(70cm×70cm)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측정은 2회 실시하며, 최고점을 기록한다.

· 파 울 범 위 : 

- 점프 전 두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질 경우

- 측정기구를 찍지 못할 경우, 

- 착지 시 발이 준비라인에서 벗어날 경우(선을 밟는 것 포함)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굽히기
(좌전굴)

· 측정기에 앉아 몸을 굽혀 양손 끝으로 측정판를 밀어 거리를 측정한다.

· 2초 이상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 측정 시 반동이나 무릎을 굽혔을 경우 파울로 간주한다.

· 1회 파울은 1회 시도로 간주하며, 2회 파울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윗몸일으키기

· 측정대 위에 앉은 후 발 고정대에 발을 고정한다.

· 윗몸일으키기 횟수는 양손을 깍지 껴 뒷머리에 붙인 상태로 매트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 윗몸을 일으켜 양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동작을 1회로 함 

· 위의 동작을 1분동안 반복하여 그 총 횟수를 기록한다.

· 파 울 범 위 : 파울동작이 나오면 그 횟수는 최종 횟수에서 제외한다.

- 배 치 기 : 뒤로 누울 때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그 반동을 이용하여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팔 치 기 : 뒤로 누울 때 팔을 과도하게 젖혀 팔꿈치가 측정대 밑으로 내려 가게 한 후 그 반동으로 윗몸을 일으키는 경우

- 깍지파울 : 측정 중 손의 깍지를 느슨하게 하는 행위, 손가락이 빠지는 경우, 손의 위치를 머리 위로 가져오는 행위

5) 골프학전공(면접)

평가방법 출제내용 배정비율 유의사항

전공관련 구술평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50%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골프학전공 사무실(041-750-6654)에 

문의바람

바른인성 및 가치관 25%

종합적 사고력 25%

세부 전형별 안내
실기위주 - 실기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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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디자인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제한시간 4시간) 준비물

기초디자인
· 표현방법 및 재료 자유선택(주제는 고사 당일 제시) 자유선택(4절지기준)

발상과 표현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디자인학전공 사무실(031-8075-1251)에 문의바람

7)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제한시간 4시간) 준비물

상황표현
· 표현방법 및 재료 자유선택(주제는 고사 당일 제시) 자유선택(4절지기준)

스토리만화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사무실(031-8075-1253)에 문의바람 

 8) 연극영화학전공

종목(택1)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연출제작

영화
· 구술시험(지정문제와 전공기초상식)

- 지 정 문 제(3분) : 시험당일 배부하는 전공별 문제에 

대해 구술발표

- 전공기초상식(2분) : 전공기초상식과 관련된 질의응답

※ 수험생의 전공 이해도와 창의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공분야를 택하여 구술시험진행

가) 영화연출/제작

나) 연극연출/기획

- 포트폴리오는 접수하지 않음연극

 연기

· 지정대사 연기 및 자유연기, 질의응답

- 지정대사(1분) : 시험당일 배부하는 대사를 연기

- 자유연기(1분) : 각자 1분 이내로 준비

- 질의응답(1분) : 전공관련 질의응답

※ 자유연기는 뮤지컬연기로 발표 가능

- 필요한 소품은 수험생이 준비

- MR은 USB 또는 CD(2장)로 고사당일 제출하며, 재생오류 시 

무반주로 연기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극영화학전공 사무실(031-8075-1244)에 문의바람

9) 실용음악학전공

종목(택1) 세부종목 실기고사내용 준비물

기악/
음향

기악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필요한 경우 다른 장르의 악곡연주를 요구할 수 있음

· 악기 :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관현악기 ·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

· 연주악보 5부 제출

음향
· 자유곡 1곡

(암보로 연주해야 하며, 보컬을 포함 어떤 종류의 악기도 가능함)

· 구술테스트(음향의 기술적 지식)

작곡

싱어송
라이터

· 자작곡 1곡 노래하며 연주(MR 반주 가능)

· 기초악전에 대한 심층면접
· 자작곡 포트폴리오 5부 제출

프로
듀서

· 자작곡 1곡 악기 연주 또는 자작곡 음원 제출

· 기초악전에 대한 심층면접

· 자작곡 포트폴리오 및 연주곡 악보 5부 제출

· 음원제출자는 MP3 파일 추가 제출

보컬
· 자유곡 1곡(암보로 연주)

· 필요한 경우 다른장르의 악곡을 요구할 수 있음

· 반주자(2인 제한) 또는 MR(USB)

· 연주악보 5부 제출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MR은 오디오 파일로 준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용음악학전공 사무실(031-8075-1245)에 문의바람

10)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종목 실기고사내용(제한시간 4시간) 준비물

뷰티일러스트
 · 환타지메이크업

 - 표현방법 및 재료 자유선택(주제는 고사 당일 제시)
자유선택(4절지기준)/오브제(objet) 제외

※ 유의사항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종목별 준비물(시험용지는 학교에서 지급, 참고용 페이스 패턴 별도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사무실(031-8075-1207~9)에 문의바람

세부 전형별 안내
실기위주 - 실기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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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반영방법에 의한 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실기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라.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실기고사

충 청
캠퍼스

항공서비스학전공(면접) 11. 17(화) ∼ 21(토)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경호보안학전공 11. 21(토)

대중음악전공 11. 18(수) ∼ 20(금)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11. 20(금) 

골프학전공(면접) 11. 20(금) 

고 양
캠퍼스

산업디자인학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11. 11(수) 

연극영화학전공, 실용음악학전공 11. 10(화) ∼ 14(토)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11. 13(금) ∼ 14(토)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실기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3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4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실기위주 - 실기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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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실기위주 - 체육특기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학부 모집단위 종목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공연예술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사격 공기총 2

배구
공격수 3

세터 1

골프학전공 골프 2

합계 8

2. 지원자격

가. 지원자격 :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종목별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사 격

· 최근 3년 이내 고교재학 중 국제 및 국내대회(본교 인정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5위 이내 입상자. 단, 단체 5위 이내 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자만을 인정함

· 국제대회는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한 대회만 인정함

※ 사격은 공기총 종목에 한함

배 구

· 최근 3년 이내 고교재학 중 국제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협회)에서 주최(관)하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8강 이내 

입상자

· 대한배구협회 또는 시· 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유스)대표로 선발된 자(엔트리 후보 포함)

골 프
· 최근 3년 이내 고교재학 중 국제 및 국내대회(본교 인정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10위 이내 입상자 

단, 단체 10위 이내 입상자는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자만을 인정함

· KPGA, KLPGA, PGA, LPGA 자격증 소지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출결 서류(실적) 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20%(20.5%) 10%(2.6%) 50%(51.3%) 20%(25.6%)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출결 : 무단결석 1회당 - 2점 감점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면접고사 평가기준

평가요소 인성 및 사회성 가치관 및 인생관 전공의 관심도 재능의 탁월성 창의적 사고력

반영비율 20% 20% 20% 20% 20%

※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과 사무실(041-750-6802)에 문의바람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성적과 서류(실적)평가 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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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고사 2020. 11. 20(금)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체육특기자 국내 전국규모 인정대회 

종 목 대     회     명

사 격

 ·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

 ·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격대회

 ·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 중고연맹기 사격대회

 · 대표선발전

 ·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생 체육대회  

 ·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 동해무릉기 사격대회

 ·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사격대회

배  구

 · 춘계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

 ·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연맹전

 · 전국 남녀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골 프

 · 중부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회장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 스포츠조선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일송배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 그린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허정구배 한국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 매경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강민구배 한국여자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 대회

 · YG Cup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한국C&T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 전국골프장대항팀 선수권대회

 ·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대학생골프팀 선수권대회 

 · 참마루건설배 한국미드아마추어 골프 선수권대회

 · KPGA 주니어컵(학교대항전)

 ·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골프대회

 ·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베어크리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 건국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 대회명이 변경되었으나 이전 대회와 연속성을 가진 대회는 인정 함

 ※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 및 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함 

발급방법 - 대한체육회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시스템 출력 및 대한체육회 산하연맹 및 단체 발급자의 서명을 날인하고, 하단에 발급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제출   

 ※ 단. 배구 종목 지원자는 개인출전 현황표(입학정보 홈페이지 자료실 등재) 작성하여 제출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경기실적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면접성적 우수자

ㆍ3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5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실기위주 - 체육특기자전형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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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1학년도 체육특기자 경기실적점수 기준표

■ 국내대회 평가기준표

개     인 단      체

순위 사격 골프 순위 사격 골프 배구

1 30 30 1 25 25 30

2 25 27 2 20 23 27

3 20 24 3 15 21 24

4 15 21 4 10 19 21

5 10 18 5 5 17 18

6 　 15 6 　 15 15

7 　 12 7 　 13 12

8 　 9 8 　 11 9

9 　 6 9 　 9 　

10 　 3 10 　 7 　

■ 국제대회 평가기준표

개     인 단      체

순위 사격 골프 순위 사격 골프 배구

1 50 50 1 40 40 50

2 45 47 2 35 37 47

3 40 44 3 30 34 44

4 35 41 4 25 31 41

5 30 38 5 20 28 38

6 　 35 6 　 25 35

7 　 32 7 　 22 32

8 　 29 8 　 19 29

9 26 9 　 16 　

10 23 10 　 13 　

■ 자격증 소지자 및 협회 추천자

구  분 추천서 및 자격증 점  수

배  구

 · 대한배구협회 추천자 

 · 시·도 경기단체(협회) 회장 추천자
9

 ·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유스)대표(엔트리후보 포함) 300

골   프 
 · KPGA, KLPGA, PGA, LPGA 자격증 소지자 500

 ·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유스)대표(엔트리후보 포함) 300

■ 점수 배점 기준

학생부:200점(기본:120점)+출결:100점(기본:90점)+서류:500점(기본:300점)+면접:200(기본:100점) =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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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 - 진로개척자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8

경찰법학전공 4

경호보안학전공 4

경찰탐정수사학전공 3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7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3

호텔비즈니스전공 2

보건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3

간호학과 교직 4

물리치료학과 3

소계 41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4

국제통상학전공 4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4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2

초등특수교육 2

중등특수교육 2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4

토목공학전공 4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4

정보보호학전공 6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6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4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전공 교직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3

소계 59

합계 100

2. 지원자격 

가.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방법 선발배수 학생부(교과) 학생부(비교과) 면접 전형총점

1단계 6배수 57%(46.9%) 43%(53.1%) - 100%(700점)

2단계 1배수 40%(30.8%) 30%(35%) 30%(34.2%)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학생부(비교과)평가

1) 정량평가(80점)

평가요소 봉사 수상경력 출결

점  수 30점 40점 10점

※ 출결 반영점수 : 결석 1회당 2점씩 차감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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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

2) 정성평가(22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 평가요소별 학생부 비교과 반영항목

평가요소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반영항목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종합적 사고력(창의력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 성실성 출결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리더십 학교리더경력, 특기사항 및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 면접고사

1) 면접평가(30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2)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을 합산한 총점 석차 순위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함

나.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함

다. 모집단위별 지원자가 1단계 선발배수에 미달될 경우 지원자 전원 면접고사를 실시함

라.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마.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바.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1단계 불합격자 및 결격자 등을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1단계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

(비교과)성적 및 2단계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13(화)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1단계 합격자발표 2020. 11. 03(화)

입학정보 홈페이지(www.joongbu.ac.kr/ipsi)면접고사
충청캠퍼스 2020. 11. 21(토)

고양캠퍼스 2020. 11. 14(토)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방법 우선순위

1단계 선발 ㆍ동점자 전원 합격

2단계 선발

ㆍ1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3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4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생부(종합) - 진로개척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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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교과) -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5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2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4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 교직 4

물리치료학과 3

소계 18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국제통상학전공 3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3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

토목공학전공 3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3

정보보호학전공 4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5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

문화콘텐츠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

공연예술체육학부 엔터테인먼트학전공 2

소계 35

합계 53

2. 지원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읍면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는 제외

 · 「지방자치법」 제 3조에 의한 읍·면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 시행규칙」 제 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의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 또는 동일한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부모 동일거주

· 농어촌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6년 이상 거주)

· 중학교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 상 본인, 부, 모 중 한명 이상이 단 하루라도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지원자는 부 또는 모 한쪽과 계속 동거하여야 하며,

①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②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① 부모 모두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사망일이후부터 지원자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②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가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이어야 함

본인 초·중·고
거주 및 재학

 · 지원자가 초·중·고등학교 기간동안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2년 이상 거주)

 · 초등학교 시작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 상 단 하루라도 말소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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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정보 홈페이지(www.joongbu.ac.kr/ipsi)

6. 제출서류 및 발급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전형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1부(입학정보 홈페이지 양식참고)

 · 중학교 생활기록부 1부(학교장 직인 날인 또는 원본대조필 후 제출)    

(부모동일거주)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모,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 각 1부(전체주소)  

부모이혼
· 친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http://efamily.scourt.go.kr)

· 지원자 본인기준 기본증명서 1부

부모사망 · 사망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1부

양자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본인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원본대조필 후 제출)

 ·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주소)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 이외에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학생부(교과) -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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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학생부(교과)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3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3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3

문화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3

합계 15

 

2. 지원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국내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舊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

학과에 입학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고교에서 본인이 이수한 학과의 기준학과가 지원 모집단위

에서 제시한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나. 검정고시출신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및 일반계(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수 없음

라. 출신학과와 모집단위가 다르더라도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지원 가능함

마. 신입학이 아닌 경우, 특성화고의 1학년 1학기 성적이 있어야 함

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형태〉「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한 학력인증고등학교는 지원이 불가함

사.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출신학과와 유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아. 특성화고교 모집학부별 기준학과

학부 모집단위 동일계열 인정고교 기준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경영정보과, 관광경영과, 관광비즈니스과, 금융정보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세무행정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회계정보과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과, 경영정보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 

섬유과, 세라믹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경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건축과, 경영정보과, 금속재료과, 금융정보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동력기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과, 무역정보과, 

상업디자인과, 섬유과, 세라믹과,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유통정보과, 응용디자인과, 

인쇄과, 자동차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 전자상거래과, 전자통신과, 정보처리과, 

조선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토목과, 통신과, 항공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회계정보과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문화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상업디자인, 실내디자인과, 영상제작과, 응용디자인과, 

컴퓨터게임과, 컴퓨터응용과, 콘텐츠개발과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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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5.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다. 특성화고교 출신학과 확인서 1부. (입학정보 홈페이지 양식참고)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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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학생부(교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충청캠퍼스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학전공 4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4

보건복지학부 물리치료학과 3

소계 11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국제통상학전공 2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1

초등특수교육 1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5

소프트웨어공학부
정보보호학전공 4

스마트IT전공 2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4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3

문화콘텐츠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2

소계 27

합계 38

2.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제11호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전형총점

반영비율 100%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에 의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다.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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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22(목)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입학정보 홈페이지(www.joongbu.ac.kr/ipsi)

6. 제출서류 및 발급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마. 전형관련 제출서류

대상자 제 출 서 류 유의사항 및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 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지원자가 수급권자로 기재되도록 발급

· 지원자가 대상자가 아닐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2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3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4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영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교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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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전형별 안내학생부(종합)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학부 모집단위 모집인원

고양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경영학전공

3

국제통상학전공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스마트IT전공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합계 3

2. 지원자격

선택
·202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포함)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공통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없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학생부(교과) 학생부(비교과) 면접 전형총점

반영비율 40%(30.8%) 30%(35%) 30%(34.2%) 100%(1,000점)

※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은 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 괄호안의 비율은 실질반영비율임

나. 학생부(비교과)평가

1) 정량평가(80점) 

평가요소 봉사 수상경력 출결

점  수 30점 40점 10점

※ 출결 반영점수 : 결석 1회당 2점씩 차감

2) 정성평가(22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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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요소별 학생부 비교과 반영항목

평가요소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반영항목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종합적 사고력(창의력중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 성실성 출결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리더십 학교리더경력, 특기사항 및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다. 면접고사

1) 면접평가(300점)

평가요소
전공(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바른 인성 및

가치관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중심)

학업 성실성 리더십

반영비율 30% 30% 20% 10% 10%

2) 준비물 : 수험표(사진부착),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4. 선발원칙

가. 학생부(교과)반영방법에 의한 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면접고사 결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다. 미등록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는 결격자를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비교과)성적 및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한 전형총점 석차 순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공고함

라. 검정고시출신자는 본 대학교 성적반영기준으로 학생부(교과)등급을 산정함(P.37 학생부반영방법 참고)

마. 사범학부는 모집단위별 1명이내 선발함

5.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9. 23(수) ∼ 9. 28(월) 인터넷접수

서류제출 2020. 10. 13(화)까지 등기우편/방문접수(마감일 우편소인 유효/주말,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면접고사 고양캠퍼스 2020. 11. 14(토) 입학정보 홈페이지

(www.joongbu.ac.kr/ipsi)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01(화)

6. 제출서류 및 발급처

가.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제출 없음)

나. 학교생활기록부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별도제출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비동의자(비대상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다. 검정고시출신자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외국계고등학교 출신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학력인정확인)을 받은 후 제출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본 대학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는 본 대학교(충청캠퍼스)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함] 

세부 전형별 안내
학생부(종합)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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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형관련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발급처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양식참고) · 출신고등학교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ㆍ1순위 : 면접 성적 우수자

ㆍ2순위 : 모집단위별 본교반영 교과 평균등급 우수자

ㆍ3순위 : 국·수·영 교과 상위 6과목 평균등급 우수자(교과별 2과목)

ㆍ4순위 : 국어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ㆍ5순위 : 수학교과 상위 5과목 평균등급 우수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학생부 반영자가 동점일 경우 학생부 반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나. 검정고시 출신자간 동점일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취득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위와 같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8. 참조사항

▣ 중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입시면접 등 전형기간 중 장애학생 지원자를 위한 

편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학전형절차 기간 중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안내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번호 :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고양캠퍼스 031-8075-1022 ~ 1026)

▣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사항

- 수험생 대상 편의요청 사항 상담(유선, 문자)지원             - 안내 입시도우미 지원 및 휠체어, 대필지원

- 면접 시 유의사항 설명 지원                                           - 기타 필요에 의한 사항 지원 등

학생부(종합)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
세부 전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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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가. 교과성적 반영방법

-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석차등급이 우수한 과목을 반영 

나. 캠퍼스 전형별 반영교과

1) 충청캠퍼스

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우수자전형, 학교생활우수자(특수체육교육)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진로개척자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세부사항
필수 선택

경찰행정학전공
경찰법학전공
경호보안학전공
특수체육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국어교과

 수학교과

 외국어(영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 전체학년 국어 5과목, 수학 5과목, 영어 5과목, 사회와 과학교과 중 성적 

상위 10개 과목 반영

· 총2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위 모집단위 외
전체모집단위

국어교과

수학교과

외국어(영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 전체학년 성적 상위 총 1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2) 고양캠퍼스

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우수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진로개척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세부사항
필수 선택

전체 모집단위
 국어교과

 수학교과

 외국어(영어)교과

 사회교과

 과학교과

· 전체학년 국어 5과목, 수학 5과목, 영어 5과목, 사회와 과학교과 중 성적 

상위 10개 과목 반영

· 총2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나)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모집단위 반영교과 세부사항

해당 모집단위 전 교과
· 전체학년 성적 상위 총 15과목 반영(3-1학기 까지)

· 반영과목이 없을 경우 부족과목 수 만큼 최저등급 적용

3) 성적반영 범위 및 학년별 반영비율

가) 성적반영 범위 : 3학년 1학기까지(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학생부 반영과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반영교과목 수만큼 최저등급(9등급)을 적용함

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대상 교과목

- 국어, 수학, 외국어(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교과 : 전과목

2. 검정고시출신자

가. 반영과목 : 필수 6개 과목 반영(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나. 반영방법 : 과목별 취득점수의 합을 6으로 나눈 평균 점수로 반영등급을 지정 함

다. 성적반영 환산표

평균점수
100

~ 98이상
98미만

~ 93이상
93미만

~ 88이상
88미만

~ 83이상
83미만

~ 73이상
73미만

~ 63이상
63미만

반영등급 3 4 5 6 7 8 9

※ 평균점수에 해당되는 반영등급으로 지원하는 전형별 학생부등급을 적용함(P.38학생부 석차등급 환산점수 적용)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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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성취평가제 대상자

■ 전문교과 성취도별 등급적용

성취도 A B C D E

반영등급 2 4 6 8 9

4. 학교생활기록부(교과) 석차등급 환산표

가. 학교생활우수자전형(학생부 70%) : 7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700 5.00 - 5.19 540

2.00 - 2.19 690 5.20 - 5.39 530

2.20 - 2.39 680 5.40 - 5.59 520

2.40 - 2.59 670 5.60 - 5.79 510

2.60 - 2.79 660 5.80 - 5.99 500

2.80 - 2.99 650 6.00 - 6.19 490

3.00 - 3.19 640 6.20 - 6.39 480

3.20 - 3.39 630 6.40 - 6.59 470

3.40 - 3.59 620 6.60 - 6.79 460

3.60 - 3.79 610 6.80 - 6.99 450

3.80 - 3.99 600 7.00 - 7.99 440

4.00 - 4.19 590 8.00 - 8.99 430

4.20 - 4.39 580 9 420

4.40 - 4.59 570

4.60 - 4.79 560

4.80 - 4.99 550

나. 학생부우수자전형, 지역인재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학생부 100%) : 1,0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1000 5.00 - 5.19 680

2.00 - 2.19 980 5.20 - 5.39 660

2.20 - 2.39 960 5.40 - 5.59 640

2.40 - 2.59 940 5.60 - 5.79 620

2.60 - 2.79 920 5.80 - 5.99 600

2.80 - 2.99 900 6.00 - 6.19 580

3.00 - 3.19 880 6.20 - 6.39 560

3.20 - 3.39 860 6.40 - 6.59 540

3.40 - 3.59 840 6.60 - 6.79 520

3.60 - 3.79 820 6.80 - 6.99 500

3.80 - 3.99 800 7.00 - 7.99 480

4.00 - 4.19 780 8.00 - 8.99 460

4.20 - 4.39 760 9 440

4.40 - 4.59 740

4.60 - 4.79 720

4.80 - 4.99 700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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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특수체육교육)(학생부 60%) : 6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600 5.00 - 5.19 440

2.00 - 2.19 590 5.20 - 5.39 430

2.20 - 2.39 580 5.40 - 5.59 420

2.40 - 2.59 570 5.60 - 5.79 410

2.60 - 2.79 560 5.80 - 5.99 400

2.80 - 2.99 550 6.00 - 6.19 390

3.00 - 3.19 540 6.20 - 6.39 380

3.20 - 3.39 530 6.40 - 6.59 370

3.40 - 3.59 520 6.60 - 6.79 360

3.60 - 3.79 510 6.80 - 6.99 350

3.80 - 3.99 500 7.00 - 7.99 340

4.00 - 4.19 490 8.00 - 8.99 330

4.20 - 4.39 480 9 320

4.40 - 4.59 470

4.60 - 4.79 460

4.80 - 4.99 450

 

라. 실기우수자전형(학생부 30%) : 3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300 5.00 - 5.19 220

2.00 - 2.19 295 5.20 - 5.39 215

2.20 - 2.39 290 5.40 - 5.59 210

2.40 - 2.59 285 5.60 - 5.79 205

2.60 - 2.79 280 5.80 - 5.99 200

2.80 - 2.99 275 6.00 - 6.19 195

3.00 - 3.19 270 6.20 - 6.39 190

3.20 - 3.39 265 6.40 - 6.59 185

3.40 - 3.59 260 6.60 - 6.79 180

3.60 - 3.79 255 6.80 - 6.99 175

3.80 - 3.99 250 7.00 - 7.99 170

4.00 - 4.19 245 8.00 - 8.99 165

4.20 - 4.39 240 9 160

4.40 - 4.59 235

4.60 - 4.79 230

4.80 - 4.99 22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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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로개척자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학생부 40%) : 4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400

2.00 ~ 2.49 385

2.50 ~ 2.99 370

3.00 ~ 3.49 355

3.50 ~ 3.99 340

4.00 ~ 4.49 325

4.50 ~ 4.99 310

5.00 ~ 5.49 295

5.50 ~ 5.99 280

6.00 ~ 6.49 265

6.50 ~ 6.99 250

7.00 ~ 7.49 235

7.50 ~ 7.99 220

8.00 ~ 8.49 205

8.50 ~ 8.99 190

9 175

 

바. 체육특기자전형(학생부 20%) : 200점 만점

등급구간 환산점수

1 ~ 1.99 200

2.00 ~ 2.49 195

2.50 ~ 2.99 190

3.00 ~ 3.49 185

3.50 ~ 3.99 180

4.00 ~ 4.49 175

4.50 ~ 4.99 170

5.00 ~ 5.49 165

5.50 ~ 5.99 160

6.00 ~ 6.49 155

6.50 ~ 6.99 150

7.00 ~ 7.49 145

7.50 ~ 7.99 140

8.00 ~ 8.49 135

8.50 ~ 8.99 130

9 120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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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2.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3.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도 인터넷 원서접수 시 오프라인(등기우편, 택배, 방문)으로 제출 가능

4.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5년도 제1회 ~ 2020년 제1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5년도 이전 및  2020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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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분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 지원한 횟수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취소됩니다.

1.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유의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 지원방법 및 복수지원(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제외)

- 6회 지원이란 지원자가 대입원서를 6번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

으로 하며, 본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 지원횟수로 산정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를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되며,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모집전형이 다를 경우 동일모집단위에 중복지원 가능(단, 전형별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3)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등록 금지(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3)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본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전형에 중복 합격한 경우, 1개 전형만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함 

4)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수험생이 타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이 불가함 

  2)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3) 수시모집에서 미달 및 미등록 등의 사유로 선발하지 않은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4) 수험생이 지원한 전형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사에 결시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단, 지원미달학과는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며, 기본점수를 부여함

  5) 입학원서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본교에서 요구한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미비 및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조작한 경우 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6)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과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반영교과목 수만큼 최저등급을 적용함

  7)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

  8)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9)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2021년 2월에 졸업하지 못 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0) 본 대학교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편제 및 정원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변경된 편제에 따라야 함

11)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과 지원자는 신체상 국가고시 지원결격사유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국가고시 부적격 등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

12)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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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기간 : 2020. 9. 23(수) ∼ 9. 28(월)

나. 원서접수절차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접속 → 입학원서접수 대행기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후 로그인

▼

원서작성 준비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

입학원서 입력  전형유형, 모집단위, 개인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입

▼

입력사항 확인  최종 작성 내용 확인(전형료 결제 후 입력사항 수정 및  원서접수 취소 불가)

▼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전형료 납부(전형료 결제 후 원서접수 취소 불가)

▼

수험표 출력
 접수완료 후 수험표 출력하여 확인

 (면접 및 실기고사 해당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고사 당일 필히 지참)

▼

서류 제출
[해당자]

- 제출기한: 전형별 제출기한 확인(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주말방문접수 불가)

- 제출방법: 등기우편 혹은 방문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발송(제출)

     (발송용 봉투표지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 등기우편 제출 주소

  (우) 32713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과 입시 담당자 앞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본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전형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함

2)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 및 학사관련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음

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 대학교 입학과

(041-750-6807∼9)에 통보해야 함

4) 제출서류가 사본(寫本)일 경우 발행기관장의 원본대조를 필한 서류만 인정함

5) 전형별 제출서류(해당자)는 반드시 본 대학교(충청캠퍼스) 입학과에 등기발송(제출 마감일 우편소인 인정)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기관 문의전화

(주)진학사
(http://www.jinhak.com) / ☎1544-7715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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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발표/유의사항

가. 합격자 발표

1) 1단계 합격자 발표(진로개척자전형 만 해당)

- 일자 : 2020. 11. 03(화)

- 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www.joongbu.ac.kr)에서 조회(개별통보 없음)  

2)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 2020. 12. 01(화)

- 방법 : 본 대학교 홈페이지(www.joongbu.ac.kr)에서 조회(개별통보 없음)

나. 등록방법

1) 합격증 및 등록예치금고지서 출력 :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www.joongbu.ac.kr/ipsi)

2) 지정은행의 개인별 가상계좌에 납부

다. 충원합격자 발표

1)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및 등록포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합격 발표를 하며, 예비합격자 순으로 발표함

2) 충원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함

라. 합격자 유의사항

1)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이 반드시 합격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합격증명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3) 합격자의 미등록, 환불 등으로 발생하는 충원합격자는 예비 순위에 따라 선발함

4) 충원합격자 발표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전화번호로 통보하며, 연락처 기재 오류나 부재중으로 인한 연락두절 3회 이상

일 경우 차순위자에게 승계되므로, 연락처 변경 시 본 대학교 입학과로 통보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함

나. 지원자는 수시모집 요강 및 지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험표에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

하여야 함

라.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합격을 취소함

마.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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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안내

가. 등록

1)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2) 수시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3) 이중등록자는 확인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이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4)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나. 등록금 납부

1) 수시모집 합격자의 합격증 및 각종 고지서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할 수 있음

2)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등록금 수납처에서 납부

구  분 등 록 기 간 등록금 수납처

예치금등록 2020. 12. 28(월) ~ 30(수)

본교 지정은행충원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01. 05(화)

최종등록 2021. 02. 08(월) ~ 2021. 02. 10(수)

다. 등록 및 환불 문의전화

구분 전화번호 비고

총무과(경리) 041-750-6555

입학과 041-750-6807∼9

2. 등록(예치)금 환불 

가. 관련근거 : 교육부령 제1호“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나. 신청기간 : 2021. 2. 19(금) 16:00까지

다. 환불기준

본교에 합격 등록한 자가 환불시한내에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등록(예치)금 전액을 환불하되, 등록금 환불시한이 경과한 후의 등록금 

환불에 대하여는 교육부령 제1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함

  

 라. 신청방법

입학정보 홈페이지 접속  본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www.joongbu.ac.kr/ipsi)

▼

신입생등록금환불신청 선택  개인 인적사항 및 환불계좌정보 입력

▼

환불신청 완료  입학홍보처 확인 후 환불신청 완료

09
등록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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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료 안내
구  분 전형료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계

면접고사 실시전형
(항공서비스학전공. 골프학전공 포함)

30,000원 10,000원 - 40,000원

면접고사 미실시전형 30,000원 - - 30,000원

실기고사 실시전형 30,000원 - 45,000원 75,000원

농어촌학생전형
15,000원 - - 15,000원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특별전형

5,000원 - - 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유의사항

 - 전형료에는 인터넷접수대행 수수료(5,000원)가 포함된 금액임

 - 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후 접수의 취소나 변경, 반환이 불가함

 - 진로개척자전형의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 또는 부모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1단계 불합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비 환불)

 - 수험생이 복수지원을 하여 타 대학과 면접 또는 실기고사일이 중복된 경우라도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면접 및 실기고사 결시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되어 전액 반환할 경우 인터넷접수 수수료(5,000원)는 제외함

2. 전형료 반환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 및 제42조의 3 제1항 - 제5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1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면접 및 실기고사비

나.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 대학의 장은 제 가항 또는 제 나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 대학의 장은 제 다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마. 대학의 장은 제 라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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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입생 특전

가. 충청캠퍼스 최종등록자 전원에게 학업장려장학금을 지급함

나. 충청캠퍼스 수시모집 등록자 중 희망자는 전원 학생생활관(기숙사) 우선배정

2. 장학금 제도

가. 교내장학금

구 분 장학명 장학금유형 및 수혜대상 장학내역 비 고

충청캠퍼스 신입생 전원 “학업장려장학금” 지급

신
입
생

성
적
장
학
금

수시
·

정시

중부 장학금
학생부성적(수시)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정시)이 우수한 자

4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관비 면제 

도서비 월30만원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유지시 계속 지원
수능우수

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정시)이 우수한 자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관비 면제

우수학생

추천장학금

학생부성적, 전공관련 전국대회수상자,

전공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학과교수 추천자
1학기등록금 전액

고교 추천장학금 충청캠퍼스 최종등록자 상위고교 1학기등록금 전액

수시

성적 장학금

전체수석
2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관비 면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유지시 계속 지원

학부수석
1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관비 면제
〃

각 모집단위별

학과수석 

등록금 일부 본교 장학규정에 준함학과차석

학과장려

인재육성

장학금

 대전 및 충남소재 고교출신으로 1, 2, 3학년

(1학기)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자
1년간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유지시 계속 지원

정시

성적 장학금

전체수석
4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관비 면제
〃

학부수석
1년간 등록금 전액 

및 생활관비 면제
〃

각 모집단위별

학과수석

등록금 일부학과차석

학과장려

인재육성

장학금

대전 및 충남소재 고교출신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1년간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유지시 계속 지원

신
입
생
·
재
학
생

체육특기자

장학금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체육특기자 선발규정에 의거)
1년간 등록금 전액

재학중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및 일부지원

가족우대

장학금

가족 2인 이상 본교에

동시 재학 중인 자
매학기 100만원 100만원내 전액지급

중부미래로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
등록금 일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중부나누미

장학금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계층 등 경제사정 곤란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8분위)
등록금 일부 〃

중부사랑

장학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기존1급~3급)인 자
매학기 100만원

외국어우수

장학금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성적우수자
등급에 따라 최대 250만원

재학중 1회

상향등급시 재신청 가능

11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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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학금명 장학금유형 및 수혜대상 장학내역 비 고

신
입
생
·
재
학
생

고시 장학금

眞理

*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찰간부후보생 등

- 1차합격자 등록금의 50%지급

- 최종합격자 등록금전액

합격시부터 

졸업시 까지

創造
*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7급공무원 등

- 1차합격자 등록금의 30%지급

- 최종합격자 등록금의 50%지급

1차 : 1년지급

최종 : 합격시부터 졸업시까지

성적 장학금

학과(부)전체수석 등록금 전액

학과(부)학년별수석

등록금 일부 본교 장학규정에 준함학과(부)학년별차석

학과(부)학년별장려

중부리더쉽

장학금

학생자치기구 임원 및 동아리 

연합회 등 타의 모범이 되며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자

등록금 전액 및 일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중부근로

장학금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한 자 등록금 일부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포인트

장학금

자격증, 외국어, 복지, 성적진보, 

  기타분야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 일부

각 항의 누적포인트를

합산하여 지급

보훈 및

교육보호

대상자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직계자녀에게 지급 등록금전액

교육보호대상자: 

교내100%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보훈:대학50%

+보훈청50%

학과모범

장학금(튜터링)
중부튜터링으로 추천받은 자 등록금 일부

외국인 및 재외

국민 장학금

외국자매대학의 교환학생이

본교에 수학할 경우
등록금 일부

특별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면학 장려등의 

목적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및 일부

재해 장학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등록금 일부

새터민 장학금 새터민 가정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계속 지원

취업장려장학금 졸업유예 승인자에게 지급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

장학금

신입생 중 충청캠퍼스 최종등록자
등록금 일부

편입생 중 충청·고양캠퍼스 최종등록자

대외협력장려

장학금
편입생 중 MOU체결 등으로 입학한자 등록금 일부

재교육장려

장학금
편입생 중 본교출신 졸업자 등록금 일부

현장실습지원

장학금
현장실습자에게 생활비 지원 등록금 일부

학생생활관

장학금

생활비 지원으로 입학시 면제자, 체육특기자 중 

선발하여 지급
생활관비 전액 (일부)면제

외국어

어학연수

장학금

생활비 지원으로 어학연수자에게 지급 생활비 지원

주거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고향캠퍼스

연합생활관(학생생활관) 입주자
50,000/월

창업활동우수

장학금

창업동아리 정회원으로

창업동아리 활동자에게 지원(생활비)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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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외장학금

1) 국가장학금

구 분 장학금명 장학금유형 및 수혜대상 장학내역 비 고

신
입
생
·
재
학
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 0 ~ 8분위내 등록금 일부 직전학기 3.0이상, 신(편)입생 첫학기 성적 미적용

국가장학금 Ⅰ유형

(셋째아이이상)

소득분위 0 ~ 3분위내 

소득분위 4 ~ 8분위내 

연간 520만원

연간 45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소득분위 0 ~ 8분위내 등록금 일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다자녀, 기혼자 우대

지역인재장학금
충청캠퍼스 입학성적 우수자, 

충청캠퍼스 특성화분야학과(부) 신입생
등록금 전액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이공계예술체육비전)

수시 / 수능유형 우수자 등록금 전액 및 일부 한국장학재단 지원자격 공고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 한국장학재단 시급기준 적용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타장학 푸른등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록금 전액 및 일부

2) 외부기관 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금,  KT희망나눔장학금, 해군장학금, 육군장학금, 공군장학금, 삼송장학금, 복지장학금, 오도장학금, 

아가페장학금, 수문사장학금, 현문사장학금, 모해모람장학금, 연암장학금, 목정장학회장학금, 삼원인쇄장학금, 천재교육

장학금, 타라그룹장학금, 대한인쇄문화협회장학금, 본솔김종한장학재단장학금,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장학금, 아름다운

재단장학금, 성남시장학금, 광주시민장학회 장학금, 배정장학재단 장학금, 한국방정환재단 장학금, 약손명가장학금, 

다커뮤니케이션즈장학금, 대전한국병원장학금,  한국기술연구원 장학금, 정진도시산업장학금, 글로벌휴먼스장학금, 

농어촌희망자녀장학금, KT&G상상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외 다수

 

〔신입생장학 유의사항〕

1. 신입생 성적장학금은 최초합격자를 대상으로 지급함(추가합격자의 경우 학업장려장학금(충청캠퍼스)만 지급)

2. 장학사정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하여 원서접수 시“학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온라인 동의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학

사정에서 제외함 

3.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함

4. 합격자 발표 후 보훈장학금 대상자는 필히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각 지방보훈청에서 발급받아 학생과로 제출해야 함

다. 문의 : 학생복지과 041-750-6547∼8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 → 학사안내 → 장학제도안내 참조)

3. 학사제도 안내

 가. 복수전공제

   -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이수신청 시기 및 절차

구분 일반계열 사범계열

신청대상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2~3학년 재학생 및 사범계학과에서

일반학과 복수전공을 희망 하는 재학생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범계간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3학년 1학기 재학생

신청기간 매학기 말 공고된 기간 3월 개강 후 1회 공고된 기간

절차 주전공 및 복수(부)전공 학과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고 신청
복수전공 희망 학과를 신청 후 신청자 중 모집단위별 선발을 통해 

복수전공 선발자만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유의사항
복수(부)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이수 시에는 복수(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복수전공 선발자로 선발된 후 변경불가(복수전공 포기가능)

* 사범계열간 부전공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이수학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교육과정참고 교직과 홈페이지 참고 http://web.joongbu.ac.kr/kyojik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초·중등교육법 별표2 중 초등학교 정교사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자의 복수전공은 불가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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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과(전공변경)

- 학칙 및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학생들에게 1회에 한하여 제도를 시행

1)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2학기)말부터 3학년 1학기(5학기)말까지 재학 중인 자

2) 신청시기 : 매학기말(공지기간 내)

3) 신청범위 :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대학 범위 내(※ 모집단위별 전과(부)가능 인원 매학기말 공지)

4) 신청절차 : 전과신청서 입력 및 출력 → 전입학과 및 전출학과 학과(부)장 승인 → 전과신청서 접수 및 확정(교무과)   

→ 수강신청 정정 및 학생증 재발급(각 개인별)

다.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1) 신청자격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매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2) 선발인원 : 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3) 자격제한 : 편입생 및 재입학생
4) 자격상실 

-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17학점 이상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졸업 자동탈락(7학기 동일조건 이수) 
- 미취득과목(F학점)이 있는 자 

 라. 교직과정

- 비사범계열 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의 학생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 충족 시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 발급

1) 신청기간 : 2학년 1학기 개강 후 20일 내 홈페이지 학사공지 및 학과 게시판에 공지된 기간에 해당 양식을 학부행정실에 제출

(교직설치 승인학과에서 2학년 1학기 진급하는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함)

2) 선발조건 :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70%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적 30% 합계 순으로 교육부 승인 인원 범위 내 선발

3) 이수학점 :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총 11과목 22학점 및 전공교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 8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 2학점 별도 

취득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회 별도 실시하여 적격판정 받아야함)

4) 유의사항 : 교직과목 평균 80점(백분율 점수)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점(백분율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 학기 성적 확정 

후 학사공지 기간 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원자격 취득여부 심사를 받아야 자격증 취득 가능

마. 학사문의 : 충청캠퍼스 041-750-6532~6533, 6794,  고양캠퍼스 031-8075-1020∼2

4. 교환학생/국제교류

 가. 학생파견 프로그램 현황

국  가 대학명 프로그램 해당전공 교육기간

일  본 큐슈정보대학 복수학위 경영학 및 IT계열 2년

중  국

산동정법대학  중국어연수 학과 관계없음 1년/한학기

장춘사범대학 중국어연수 학과 관계없음 1년/한학기

길림공상대학 중국어연수 학과 관계없음 1년/한학기

제남대학 중국어연수 학과 관계없음 1년/한학기

러시아

모스크바 폴리텍대학 교환학생(학점연수) 디자인계열 1년

샹트-피터스버그 영화·영상대학 교환학생(학점연수) 사진영상학, 연극영화학, 만화애니메이션학 1년/한학기

카자흐스탄 국제언어 및 국제관계대학 교환학생(학점연수)  항공관광&카지노학 한학기

필리핀 엔더런대학 교환학생(학점연수) 경영학, 호텔비즈니스, 항공관광&카지노학 한학기

나. 자매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

외국 자매대학에 파견하여 어학연수 과정과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매대학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학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세계인으로써의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다. 해외단기연수 프로그램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재학생이 해외 자매대학이나 기관에서 외국어학습과 문화체험을 통하여 세계의 젊은이들과 구체적으로 소통

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생이 직접 연구주제를 정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외국의 선진사례를 탐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습득한 어학실력,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창의력과 추진력,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교내 교류프로그램

학부에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학습 및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개인적으로는 어학능력을 향상 시키며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의교류 기회 제공.

마. 문의 : 국제교류원(041-750-6336)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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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지도시스템(JB-JPP)

취업진로지도시스템(JB-JPP: Joong Bu · Job Power Program)은 멘토링/상담, 각종 진로적성검사, 진로설계, 경력

(이력)관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E-포트폴리오 시스템과 함께 연동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각종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하는 시스템임

가. 취업상담

- 직업상담사와 학생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시스템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상담시스템

- 캠퍼스 앱(APP)을 통한 지도교수와 실시간 메시지 상담 실시

 나. 진로설계

- 종합심리검사 및 진로적성검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보유한 심리적 자원을 체크하며 진로적성 요소 확인

- 760여개의 직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일, 임금, 자격, 전망 등)하며 개인별 목표 직업 선정

- 진로적성검사를 기반으로 추천 직업, 학과 추천 직업 등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 

다. 경력개발

- 목표설정(직업 및 기업)에 따른 구체적인 경력계획(학점, 어학, 자격증, 수상실적, 실무경험, 봉사)을 학년 단위로 작성하고 경력계

획표를 통해 달성 현황 확인

- 학생이 자신의 스펙(어학, 자격증, 수상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E-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영

라. 실전취업

-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으로써 졸업 전 자신만의 이력서 완성 

- 희망취업 분야에 따라 취업정보사이트(워크넷, 잡코리아, 교내)의 맞춤채용 정보 제공

마. 문의 : 충청캠퍼스 041)750-6218~6219/ 고양캠퍼스 031)8075-1172 ~ 3

6. 학생생활 안내(www.joongbu.ac.kr)

가. 장학 및 학자금대출안내(041-750-6547∼8)

나. 통학버스안내 : 홈페이지 -“학교소개”→ “캠퍼스안내”→ “스쿨버스”(041-750-6547∼8)

다. 주거정보 안내(자취/하숙집) : 홈페이지 - “대학생활”→ “하숙/자취정보”(041-750-6333)

7. 학생생활관 안내

가. 학생생활관(충청캠퍼스)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0년 12월 예정

2) 선발기준 : 충청캠퍼스(금산) 수시모집 등록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학생생활관 우선배정

3) 학생생활관 현황

구분 층수 시설설비 비고

호실 1층∼11층 수용인원:1,500명(384호실)
면적 : 21,415㎡

층별 자유휴게실 2개소 운영복지시설 B1,B2,B3
체력단련실, 탁구장, 학생식당, 열람실, 어학강의실, 전산강의실, 

세탁실, 편의점,  행정실, 경비실, 시설관리실

※ 호실별 4인 1실이며, 샤워실 및 화장실, 냉·난방기 구비 

4) 문의 : 학생생활관(041-750-6462~7)

나. 학생생활관(고양캠퍼스)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0년 12월 예정

2) 모집인원 : 196명

3) 선발기준 : 성적 50%, 거리 50%

4) 생활관 입사 후 생활관 규정에 의한 큰 결격 사유가 없는 최종거주관생에 한하여 장학금 30만원 지급.

(결격사유 :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학생 / 중도 퇴사를 한 학생)

5) 학생생활관 현황

구분 층수 시설설비 비고

기숙실 3층∼7층 수용인원:200명(101호실) 면적 : 5,148㎡

자유휴게실 운영복지시설 1층, 2층 열람실, 세탁실, 행정실, ATM기, 취식실

※ 호실별 2인 1실이며, 샤워실 및 화장실, 바닥 난방, 에어컨 구비, 와이파이 가능

6) 문의 : 학생생활관(031-8075-1273~6)

8. 각종 제출서류 양식

가. 인터넷 원서접수처 및 입학정보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학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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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으로 융합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법률전문인으로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법이론 및 실무능력 함양

법률전문인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인, 노무사

공무원 법원, 검찰, 경찰, 교정, 보호관찰

법학전문 대학원 및 대학원 진학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채권

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경찰법학전공
041-750-6413

· 경찰간부후보생 수석 졸업생 배출 등 전국에서 

경찰관을 많이 배출하는 대한민국 경찰 인재 

양성의 메카

· 경찰채용시험에 최적화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 높은 경찰합격률 유지

· 경찰특채(경찰행정학과 특채)를 응시할 수 

있는 중부대 유일의 학과(전공)

· 경찰가산점(5점)을 채워주는 학과

· 경찰분야 : 경찰간부, 순경공채, 순경특채, 

해양경찰관, 자치경찰관(자치경찰제 

도입시)

· 공무원 분야 : 검찰, 법원, 교정공무원, 국가

정보원, 일반행정직, 소방직 

공무원 등

· 대학원 진학 :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동국대 형사

사법대학원 등

· 유도 2단(필수)

· 어학관련 : TOEIC 550점 이상, TEPS, G-TELP, 

한국외국어대 FLEX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 경비지도사,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어실용

글쓰기검정, 청소년지도사 2,3급

경찰행정학전공
041-750-6370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질서유지와 관련한 경호, 민간경비, 

보안, 경찰, 무도 등 다양한 지식 및 실무 탐구를 

통한 경호 및 보안 관련 시큐리티 전문인력을 양성

① 시큐리티 관련학문의 통합과 융합을 선도하는 

사회안전 전문가 양성

②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시큐리티 

전문인력 육성

공공기관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국회, 

국가정보원, 소방청 및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 

청원경찰 등 

국영기업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

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민간보안업체 에스원(S1), ADT캡스, KT텔레캅, 에스텍, 

휴먼TSS 등 

국내 및 해외 무도사범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 

대학원 진학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시큐리티 전문가로 성장

경비지도사, 비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

관리자, 산업보안관리사, 정보처리기사, 무술단증, 생활

체육지도자, 인명구조요원, 신변보호사 등 다수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경호보안학전공
041-750-6412

경찰경호학부

졸업 후 진로

경찰가산점 취득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 경찰채용시험 대비 : 경찰학, 형사법(형법, 형사

소송법), 헌법, 영어, 한국사 

등 강의

· 경찰특채시험 대비 :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등 강의 

· 경찰행정학도로서 유도(체포술), 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링 등 교육

·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학, 과학수사, 사이버범죄 등 강의

· 학기마다 경찰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경찰학교, 경찰관서 등 현장견학 

교육 과정

기본이론 법학개론, 경찰학, 수사학, 범죄학

공법 헌법, 행정법, 행정법세미나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법 세미나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연습

교육 과정

1학년 국민안전과경호학, 현대사회와범죄학, 민간

경비론, 구조구급법, 경호초급·중급무도 등

2학년 행정학, 기계경비개론, 선발실무경호론, 수행

경호실무론, 시설경비실무론, 경비업법, 기계

경비기획 및 설계, 경호고급무도, 소방학, 경호

현장무도 등

3학년 범죄예방론, 경호직무능력표준(NCS), 시큐리티

경영론,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정보보호학, 탐정학, 

범죄심리학, 경호안전실무론, 항공보안실무론, 

경호체력실기, 경호무도실기 등

4학년 시큐리티현장실무론, 행정정책기획론, 국가

정보학, 테러리즘론, 인사행정학, 조직관리론, 

국가안보학, 경호비서실무론, 시큐리티논문연구 등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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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rack(임용대비반·취업대비반)운영을 통해 

중등학교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교육전문가 배출 등을 

목적으로하는 학과로서 2016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학생 중심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전문적인 특수체육

교사 양성

최근 한국 사회는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권이 더욱 전문화·세분화 될 전망이며, 전문 수사

인력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등의 의뢰에 의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업무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민·형사 사건에 따른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데 

있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탐정 및 수사의 전문적인 수요에 

따라 경찰탐정수사학전공은 전문 수사 인력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 정보와 자료

수집, 사실확인 등 다양한 탐정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① 경찰수사권 독립에 따른 수사 인력 수요에 대응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수사 전문인력의 양성 

② 민생치안과 생활안전 및 개인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탐정 및 수사 전문인력의 양성

③ 개인과 기업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비밀과 재산에 대한 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

④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미제사건, 사고, 조사, 소재파악 등을 하는 전문 탐정 인력 양성

일반교직영역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직

실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등

특수교육영역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유형별 장애

학생교육 등 14개영역 운영

체육교과영역 체육교육론, 특수체육원리, 야영활동 등 

이론 및 실습영역 구분운영

1학년 법학개론, 경영실무론, 프리젠테이션실무, 민간경비론, 직업윤리론, 무도1

2학년 탐정학개론, 정보보호론, 형법총론, 산업보안론, 수사학개론, 범죄학, 형소법, 무도2

3학년 민법총칙, 보안관계법, 민사소송법, 화재사고조사실무, 교통사고조사실무, 보험사고조사실무, 

범죄심리학, 조직관리론, 지적재산권법, 무도3

4학년 보험법, 탐정조사방법세미나, 물권법실무, 사이버범죄론, 기업보안실무론, 과학수사론, 창업론, 

채권법실무, 드론 조종 실무, 무도4

특수체육교사 중등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기관, 

발달센터 등 

사회복지기관 노인체육전문지도자, 실버타운전문

요원, 특수체육지도자 등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

과학연구원, 시ㆍ도 (장애인)체육회 등

연구기관 체육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대학 

체육연구소, 체육관련 학회 등

전문지도자 장애종목별 전문지도자 및 수영, 보디빌딩, 

축구, 농구 등

운동처방센터 운동검사기사, 재활운동처방사, 재활

프로그램 관리자 등

공공기관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 청원경찰, 법무법인 등 

민간기업 보험회사, 보안컨설팅사, 회계사사무소, 금융기관, 도감청탐지전문업체, 변호사 사무실, 

기업법무팀, 기업컨설팅사, 무역관련기업, 신용정보회사, NGO단체

국내 및 해외 무도사범 체포호신술, 태권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경호무술 등 

민간조사원(PIA), 도감청(도촬)탐색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산업보안관리사, 보험계리사, 정보처리기사, 무술단증, 생활체육지도자, 인명구조요원, 

신변보호사, 운전면허증, 디지털포렌식전문가, 드론조종사 등 다수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체육),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각종 심판 및 지도자, 수상인명구조원, 

치료·재활·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수상안전강사 및 

일반 체육학과에서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 등

특수체육교육과
041-750-6838

경찰탐정수사학전공
041-750-6412

경찰경호학부 사범학부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취득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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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 문화감각과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 그리고 실무능력을 구비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서비스 전문인을 양성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항공서비스개론, 항공객실서비스론 및 실습, 

항공사업무론, 항공운송화물론, 항공서비스

세미나, 기내방송및 실습 등

환대서비스산업 분야(산업체 연계교육과정 분야)

서비스매너 및 실습, 고객만족경영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론, 글로벌기업론, 인간관계론, 

고객응대론 및 실습, 한대서비스산업세미나 등

비서 1,2,3급, TOPAS자격, 각종어학자격

(TOEIC, JPT, HSK), 국외여행인솔자(T/C)

항공서비스학전공
041-750-6386

항공여행 및 호텔카지노 산업분야에 특화된 현장실무 중심의 산업체 맞춤형 과정을 구축하고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NCS형 전문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여행사, 항공사, 공항, 호텔, 카지노 등)의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관광인을 양성

국내외 항공사, 공항 및 여행사 항공카운터, 지상직승무원, 국외여행인솔, 관광(통역)안내, 여행상담

호텔카지노 카지노(딜러, 캐셔, 운영요원), 호텔(프런트, 컨시어지, F&B 등)

MICE 전시 및 회의컨벤션 기획사, 이벤트기획사  

관광 유관 기관 한국관광공사, 공항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항공관광 관련 국외여행인솔자(TC),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상품상담사(OP), 국내여행안내사, 항공예약 및 

발권 전문가자격(TOPAS SellConnect, ASIANA SABRE), 공항 지상여객서비스(Passenger 

Ground Service), 문화관광해설사 등

호텔카지노ㆍ컨벤션 관련 컨벤션기획사, 호텔서비스사, 레크레이션지도사 등

기타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항공관광&카지노학전공
041-750-6383

항공관광학부

창의융합적인 검증된 관광실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공핵심역량 함양과 더불어 현장중심의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 항공관광분야 특성화 교육과정

    (JATA: Joongbu Air Travel Academy)

공항지상업무론, 항공여행서비스론, 국내선항공예약 

및 발권, 국제선항공예약, 항공발권기초실무, 항공발권

고급실무, 국외여행인솔실무 등 

· 호텔카지노분야 특성화 교육과정     

    (JB Casino Academy) 

호텔카지노산업론, 호텔카지노서비스, 호텔카지노운영실무 등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과 공항운송서비스 직종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의 공항

관리공단 KTX, SRT, 크루즈(Cruise) 승무원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체의 비서실 및 환대산업 

서비스 전문가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취득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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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학부 보건복지학부

항공경영물류학전공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항공운송산업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과 글로벌 물류 강국의 실현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항공경영물류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항공경영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실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글로벌 항공운송과 물류환경에 적응  

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현장실습 및  

외국어와 국제 매너 교육을 통하여 항공경영물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항공경영물류학전공은 2021년도에 

출범하여 항공물류산업의 주역을 길러내는 학과로 발돋움 합니다. 

항공경영분야 항공경영론, 국제항공법, 항공마케팅론, 항공

예약정보시스템, 항공영어 등

물류분야 항공화물관리론, 물류 관련법 및 정책, 화물예약정보

시스템, 항공무역영어 등

창의융합분야 비즈니스 시장분석, 고객 커뮤니케이션, 4차산업과 

물류공급망

항공경영물류학전공
041-750-6386

미래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행정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창의융합형 헬스케어 정보관리 선도 학과

호텔비즈니스전공은 호텔 서비스 실무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겸비하고 진취적이며 따뜻한 

인성을 갖춘 호텔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인 호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전공분야 실무역량  

등을 중심축으로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및 국내·외 실습프로그램 운영

1학년 보건행정학, 병원원무관리, 보건의사소통,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보건교육방법론 

2학년 보건의료제도론, 병리학개론, 의무기록

관리학, 의료정보관리학, 보건사업관리, 

암등록 등

3학년 병원재무회계론,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학, 

컴퓨터활용 전산학 및 실습, 의학용어 등

4학년 의무기록실습, 질병 및 수술분류, 환경

위생학, 적정진료보장(Q&A), 건강보험 

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경영학원론, 창업경영론, 글로벌호텔경영론, 

호텔외식사업론, 식음료경영론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

호텔영어, 호텔중국어, 호텔일본어 등

전공분야 실무 역량

Hotel service basics, 호텔연회 및 웨딩, 

호텔레스토랑서비스, 호텔비버리지서비스, 

호텔비즈니스정보실무, 호텔객실실무, 

호텔캡스톤디자인, 호텔오퍼레이션 등

보건행정학과
041-750-6377

호텔비즈니스전공
041-750-6383 

교육 과정교육 과정

종합병원 및 병원의 원무, 의무기록 및 심사청구, 

의무행정장교(의정사관, 특수사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험회사의 적부조사요원과 보상업무

분야, 손해사정분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 진로

한국관광공사, 관광 관련 정부기관, 특급관광

호텔, 카지노산업체, 이벤트 산업, 컨벤션 

산업체, 리조트 사업체, 여행사, 항공사, 외식

산업체, 테마파크, 기타 관광레저산업분야 등

졸업 후 진로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한국보험심사평가사, 병원

코디네이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간호

조무사, MOS(국제공인, 컴퓨터 관련 자격증), 

청각관리사, 응급처치 전문과정, 심리상담사, 

스포츠마사지, 테이핑요법, 학생안전지도사, 

병원CS강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경영사, 

서비스관리사, 웨딩플래너, 파티 플래너, 

컨벤션기획가, 조주사, 와인 소믈리에, 커피 

바리스타

취득 관련 자격증

각종 어학자격증(TOEIC, TOEIC Speaking, OPIc, JLPT, HSK 등)

항공예약 및 발권 자격증

국제공인 물류자격증(CPL), 국제공인 생산재고관리사(CPIM)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 국가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취득 관련 자격증

국내·외 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일반 관리직

국내·외 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공항서비스직(운송서비스직)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의 안전·보안 관련 부서 

국내·외 항공사 지상조업사 

글로벌 물류기업, 국내물류기업, 유통기업 

항만, 해운 및 여행사, 화물기업의 물류관련 부서

제조업체의 물류업무, 글로벌 포워더사 등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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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학부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직 간호사 

양성

전공기초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인간성장발달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사회학, 심리학개론 등

전공필수 간호학개론, 기본간호학 및 실습, 성인

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및 실습,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간호

관리학 및 실습, 보건의료법규, 핵심

기술실습, 통합시뮬레이션실습 등

전공선택 재난간호, 간호실무영어, 환자안전과 

간호, 간호발명과 창업, 미래와 간호

정보, 호스피스와 영적간호, 노인간호학, 

성건강과 간호, 중환자간호, 만성질환

간호, 간호지도자론, 법의간호학, 

응급간호학 및 실습, 간호상담론 등

간호학과
041-750-6415

신체손상 및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요법(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수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

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을 적용하여, 

신체적·독립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도모하는 학문

1학년 의학용어, 물리치료학개론, 생리학, 해부학, 

기능해부학

2학년 신경해부학, 운동생리학, 전기광선치료학, 

수치료 및 치료적 마사지, 운동처방학, 

이학적검사학, 임상신경학, 임상운동학, 

재활의학, 일상생활동작, 노인 물리치료학

3학년 근골격계 물리치료학, 기초운동치료학, 

신경계물리치료학, 아동 물리치료학 및 

실습, 의지학 및 보조기학, 피부계 물리

치료학, 심폐혈관계 물리치료학 등

4학년 물리치료학 임상실습, 임상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근거중심 물리치료학, 임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물리치료학과
041-750-6419

간호사면허증, 보건교사자격증(교직이수자), 

BLS(기본인명구조술)provider 등

취득 관련 자격증

교육 과정 교육 과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로 한약관련 

전문 인재 및 한약도매관리자를 양성하며, 학생의 

취·창업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실험·실습과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약관련 특성화학과

1학년 생물학, 기초화학, 한약학개론, 기초통계학

2학년 한방생명공학, 약용식물학, 유기화학, 한약한문, 

본초학 및 실습, 약전

3학년 보건관련법규, 공중보건학, 한방미생물학, 

생약학, 천연물화학, 인삼학, 약초원실습

4학년 한약유통학, 생활동의보감, 산야초학, 보건

위생학, 한약분석학 및 실습, 현장실습

한방보건제약학과
041-750-6394 

교육 과정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산업

간호사, 법의간호사, 조산사, 간호장교, 공무원

(간호직/보건직), 보건교사(교직이수자), 연구소, 

법률사무소, 임상연구코디네이터 등 

졸업 후 진로

의료기관

종합병원, 대학병원, 한방병원, 개인 병·의원, 

발달장애치료실, 보건소

장애인 및 복지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노인복지관, 특수학교, 

사회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기업체

각 기업체 의무실, 의료기기 및 보조기 제작·

판매업체, 스포츠관련단체

연구소 치료관련연구소, 재활관련연구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직·의료기술직 공무원), 재활관련 정부기관 등

졸업 후 진로

한약도매관리자(자동 취득), 식품기사, 한방병원행정사, 

보건위생사, 생물공학기사, 화학분석기사, 식물보호기사, 

한약품질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공무원(연구직 및 일반직),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한방제약회사,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제조회사, 한방

병원 및 한의원, 한약재 유통업, 건강관리원 등 개인

사업, 대학원 진학(한의학, 한약학, 의학, 약학, 본교 

한약자원학)

졸업 후 진로

물리치료사 면허증(보건복지부), BLS(기본인명구조술)

provider 등

취득 관련 자격증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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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학부

바이오식품학전공은 천연물 자원들을 인간의 건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과학적으로 

기능성 및 효능을 밝히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한방 및 기능성 식품분야에 제 2의 

녹색혁명을 주도하는 학문 

1학년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실험통계학, 기초분석학  

2학년 미생물학, 식품화학, 포장학, 유기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실험, 품질관리학   

3학년 식품공학, 발효공학, 생화학 및 실험, 저장공학, 

식품 가공학, 식품공학실험, 생명공학, 산업실무

4학년 식품 첨가물학, 기능성 천연물학, 식품 가공학 

실험, 위생학, 식품 기계장치론 

바이오식품학전공 
041-750-6420

복지정책, 행정, 서비스 실천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역량 있는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닦고 인간 사랑의 정신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

1학년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원

봉사론, 사회문제론

2학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실천론 외 8과목 

3학년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

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례

관리론 외 8과목

4학년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자원개발론 외 

6과목

사회복지학전공
041-750-6426 

교육 과정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와 관련되는 정부조직(공단)

사회복지현장

종합사회복지관, 분야별 종합복지관,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거주시설 및 센터, 쉼터 등 

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 

사회복지현장 관련 단체

기업체 복지재단 아동보육시설 

졸업 후 진로

졸업 시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을 통한 사회 

복지사 1급, 관련 교과목 이수 시 건강가정사,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평생교육사, 요양보호사 

등 취득 가능

취득 관련 자격증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위생사, 생명공학기사, 품질

관리기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식품산업 대기업체,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을 비롯한 

식품 및 보건 관련 정부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

진흥청 산하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국·공립연구소, 신세계, 농협 등의 

식품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사업부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회사

기능성 식품업체와 외식산업, 단체급식업체, 제빵

 ㆍ제과ㆍ제면 업체 등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화장품의 원/부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바이오 융·복합기술 및 화장품 제조 산업분야, 

생산, 유통, 마케팅, 품질관리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웰빙 시대에 필요한 

기초, 색조,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통한 실무형 

미래 전문 인재 양성

바이오화장품학전공
041-750-6421

1학년  화장품학, 일반화학

2학년 일반화학 및 실험, 유기화학, 생화학, 

생리학, 피부미용, 유화학 및 실험, 계면

활성학, 바이오화장품 및 실험, 분석화학

3학년 화장품재료학, 기초화장품 제조 및 실험, 

분석화학 및 실험, 미생물학 및 실험, 계면

활성학 및 실험, 기기분석 및 실험, 약용

식물학 및 실험, 색조화장품제조 및 실험, 

화장품트랜드분석

4학년 화장품 법규, 화장품천연원료학 및 실험, 

모발관리학, 품질관리, 향료학,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실험, 화장품생물신소재

교육 과정

화장품제조업체 및 화장품관련연구소, 제약업체, 

화장품재료업체, 생물소재 벤처기업창업, 한국화학  

연구원, 식약처, 조향사, 피부미용샵, 향료회사, 

화장품수입업체, (주)LG생활건강, 태평양화장품, 

(주)애경, 나드리화장품, 코리아나, 한불화장품, 로제

화장품, ㈜동산유지, 생명공학관련회사, 생명

공학 관련 연구소, 보건관련 국가공무원, 한국

원자력연구소 등

졸업 후 진로

두피모발관리사, 아로마테라피, 미용사(피부), 

공업화학기사, 위험물취급기사, 환경기사, 분석

화학기사 화공 관련 기사 자격증 등

취득 관련 자격증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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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동물보건학개론, 애완동물학개론, 일반생물학 

2학년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유전육종학, 특수야생동물학, 도그쇼그루밍기초, 동물번식

생리학, 동물매개활동(AAA)및실습, 핸들러이론및실습

3학년 애견표준학, 동물질병병태생리학개론, 동물사양학, 양서파충류학, 펫샵그루밍

응용, 사료작물학, 동물행동학및기초훈련, 동물매개치료(AAT) 및 실습

4학년 축산물가공학 및 실습. 해양생물과 아쿠아리스트, 응용곤충학,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경영학, PET아로마테라피, 승마치료 및 레포츠동물학

교육 과정

전문사육사 : 서울대공원 등 국공립동물원, 대전오월드 등 지자체운영 동물원, 에버랜드 등 

민간운영동물원, 국립생태원, 한국마사회, 각종 동물테마파크의 사육사 및 이동식 

동물원 취업 및 경영

종보존 및 복원 연구 : 국공립 야생동물 종보존센터, 구조센터, 보호센터, 동물복지단체, 

권역별 야생동물 보호센터, 시도별 동물원, 시 운영 동물구조 및 보호센터,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아쿠아리스트 : 아쿠아리움 및 스킨스쿠버 프리랜서 활동 

동물관리 및 행동교정 전문가 : 애견 훈련학교, 애견 유치원 및 애견호텔, 동물농장, 펫샵, 

반려동물 전문 용품샵, 취업 및 경영

훈련사 및 행동교정 전문가 : 애견훈련소 및 애견 유치원에 진출하며, 애견 관리뿐만 아니라 행동 

교정 및 독스포츠(dog sports) 진출

애견핸들러(Handler) : 각 견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애견 전문 호텔 취업 및 경영, 

도그쇼 및 전문 브리딩(Breeding) 시장 진출

애견미용사 : 애견Shop, 애견 미용학원 창업, 애견 미용 전문Shop에 진출하며, 펫 아로마 테라피, 

애견 의류 및 악세서리 디자인 및 제작 등 미용 전반적인 직종에 진출하여 활동

졸업 후 진로

국가기술자격 : 동물보건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민간기술자격 : 동물병원코디네이터,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애완동물종합관리사, 

애견핸들러, 반려견지도사(애견훈련사), 동물간호복지사, 실험동물기술사, 인공

수정사, 가축위생방역분야 공무원, 식육처리기능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동물

행동상담사, 동물매개치유사, 반려동물 아로마 스페셜 리스트, 반려동물 홀리스틱 

아로마 관리사, 반려동물 아로마 조향사.

취득 관련 자격증

애완동물자원학전공은 창의와 융복합 역량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해 연구하고,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분야의 가장 진보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동물원 사육사, 아쿠아

리스트, 애완동물의 미용과 아로마테라피, 도그쇼 핸들링 등의 애완동물분야와 야생동물 

생태연구 및 구조, 반려동물 행동교정, 동물복지 및 검역위생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양성

한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상을 함께하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물복지와 

윤리를 포함한 생명자원의 유용성을 4차 산업적 가치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애완동물학부의 애완동물자원학전공과 동물보건학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운영된다.

애완동물자원학전공
041-750-6379

국가기술자격 : 동물보건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민간기술자격 : 동물병원코디네이터,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애완동물종합관리사, 애견핸들러, 반려견지도사(애견훈련사), 

동물간호복지사, 실험동물기술사, 인공수정사, 가축위생

방역분야 공무원, 식육처리기능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동물행동상담사, 동물매개치유사, 반려동물 아로마 스페셜 

리스트, 반려동물 홀리스틱 아로마 관리사, 반려동물 아로마 

조향사.

취득 관련 자격증

동물보건사 : 국가기술자격인 동물보건사 및 동물병원 코디네이터로 진출

하여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 각 지역 거점 동물의료센터 및 

지역동물의료센터에 진출하여 활동

동물용의약품전문가 : 마케팅, 경영 분야 뿐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직종에 진출하여, 동물용

의약품 품질관리 및 분석분야 연구원, 마케팅 분야 및 

연구개발분야, 동물용의료기기 및 관련분야, 제약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원, 동물방역위생분야 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환경

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으로 활약

졸업 후 진로

1학년 동물보건학개론, 애완동물학개론, 일반생물학

2학년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영양학, 동물용의약품약전해설, 인수공통

질병학개론, KVGMP

3학년 애견표준학, 동물질병병태생리학개론, 동물내과및임상병리

간호학, (FL)기기분석학, 동물공중보건학, 동물용의약품품질

관리, 동물외과및영상진단간호학, (FL)동물용의약품유효성평가

4학년 동물미생물학,동물용의약품품질보증,실험동물안전성평가,

동물복지및법규,동물병원원무행정현장실습, 동물용의약품

밸리데이션

교육 과정

동물보건학 전공은 국가기술자격인 동물보건사와 관련한 동물보건

의료 및 동물용의약품분야 전문가 양성을 통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날로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본적인 동물 복지, 실험동물 및 경제동물을 포함한 

생명자원의 유용성을 4차 산업적 가치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연구한다. 애완동물학부의 동물보건학전공과 애완동물자원학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운영된다.

동물보건학전공
041-750-6379

애완동물학부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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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 예술이 종합된 응용학문으로서 

미와 기능, 생태적 건강성을 고려하여 토지를 

다루는 분야로 조경계획과 설계, 시공과 관리 

등의 능력을 갖춘 조경전문가 양성

환경조경학전공
041-750-6392

1학년 조경학개론, 조경표현기법 

2학년 수목학, 조경재료학, 동양조경사, 서양조경사, 

조경시공실습, 정원설계, 조경측량학 및 

실습, 기초조경설계, 화훼 및 지피식물학, 

조경캐드실습 

3학년 조경관리학, 환경조사분석, 공원녹지설계, 

조경컴퓨터그래픽, 조경미학, 조경적산론 

4학년 조경관련법규, 실내조경학, 종합설계, 생태

복원학

교육 과정

조경전문가, 조경직 공무원, 주택토지공사 등 

공기업, 건설회사, 조경설계사무소 등을 비롯 

골프장, 리조트, 식물원 등 다양한 진출분야

졸업 후 진로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건축토목공학부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에 대한 기본적 자질을 배양하고, 도서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폭넓은 교육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전문가 양성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실무형 정보전문가 

양성

문헌정보학전공 
 041-750-6368

2급 정사서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생교육사

자격증(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취득 관련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 대학도서관 사서, 초·중·고등학교의 

도서실,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업체의 자료실, 신문사와 

방송국의 조사자료실, 인터넷 ·IT관련 분야 업체, 박물관, 

기록관, 대형서점, 출판사, DB구축업체

졸업 후 진로

교육 목표

1학년 문헌정보학의 이해, 도서관과 정보활용

2학년 분류학, 목록학, 정보학의 이해, 정보전산처리, 

비도서자료, 장서관리

3학년 책의 역사와 문화, 정보검색,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정보봉사론, 디지털도서관

4학년 도서관실무실습, 메타데이터, 대학/전문도서관, 

과학기술정보, 정보데이터베이스

교육 과정

공연예술체육학부

무대음향전문인, Cubase(SteinBerg), Logic 

Pro X(Apple), Pro Tools(AVID) 등

실기위주의 교육과 실용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대중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전문 

예술인 양성

대중음악전공
041-750-6654

1학년 락앙상블, 퍼포먼스 연구, 리듬의 이해, 

시창·청음, 대중음악이론, 방송댄스, 

신입생연주

2학년 리사이틀, 컨템포리앙상블, 방송댄스, 

송라이팅 등

3학년 리사이틀, 재즈연구, 대중음악사, 음반

제작, 동영상제작 등

4학년 리사이틀, 졸업연주, 음반제작, 뮤직

비지니스, 영상제작, 재즈연구 등

교육 과정

대중가수, 연주자, 음악감독, 연출자, 공연기획자, 

작곡자, 싱어송라이터, 방송음악가, 프로듀서, 

대중음악관련 기획사, 공연 기획사, OST, 방송

음악관련 전문가로 진출. 또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콘서바토리의 교수 및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

졸업 후 진로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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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의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배양시키며, 

생애주기별 스포츠·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구고령화 및 여가문화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진취적인 체육인 양성

1학년 건강관리, 스포츠 이해

2학년 운동손상 및 재활, 해양레저스포츠Ⅰ, 기초체력(Ⅰ,Ⅱ), 체육행정관리, 동계 레저스포츠, 

전통무술(Ⅰ,Ⅱ)

3학년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윤리, 건강운동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데이터분석, 해양

레저스포츠Ⅱ

4학년 스포츠마케팅, 테니스, 운동처방론, 스포츠테이핑, 뉴스포츠, 스포츠 창업

레저스포츠학전공
041-750-6838

국가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민간자격증 수상인명구조원, 수상안전강사, 선수트레이너,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사, 스키패트롤, 

응급처치강사,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수상동력자격, 임상운동사, 스포츠테이핑, 재활

스포츠마사지, 스포츠경영관리사, 유아체육지도사, 경기연맹단체 심판자격증, 뉴스포츠

지도사1,2급, 스포츠복지사, 노인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무도단증

취득 관련 자격증

레저분야 수상안전강사, 스키강사, 해양 및 수상레저강사, 동·하계 레저스포츠 경영자,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체육행정 및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국민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구단 및 스포츠 팀 선수트레이너(AT), 체력트레이너, 재활트레이너

병원 및 보건소 운동처방사, 건강운동관리사, 재활운동사, 재활지도사

학교체육 체육전담교사(스포츠강사)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학습과 현장감있는 실무를 익힘

으로써 창의적인 전문 뷰티인을 양성

1학년 뷰티디자인론, 뷰티학개론, 조형실습, 퍼스널

뷰티, 헤어컬러링, 피부미용, 네일미용

2학년 뷰티컬러디자인, 살롱회화, 속눈썹 및 스킨아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얼굴관리, 뷰티창업

컨설팅, 네일케어, 위생법규, 뷰티아이콘과 문화, 

헤어커트, 시대메이크업, 뷰티포토샵, 두피케어, 

전신관리, 네일아트

3학년 해부학, 헤어펌, S-MAT서비스경영, 브랜드메이크업, 

공중보건학, 뷰티샵컨설팅, 특수피부관리, 창작

네일아트, 미디어메이크업, 무대공연분장, 스타일

프로세스, 아로마테라피, 살롱피부관리, 살롱

네일아트

4학년 작품발상, 뷰티살롱, 자연요법, 토탈조형, 피부

미용기기, 웨딩메이크업

뷰티케어학전공
041-750-6395

교육 과정

실무자 에스테티션, 아로마테라피션, 피부관리사, 발

관리사, 네일관리사, 헤어관리사, 두피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등 

지도자 대학원 진학, 유학, 뷰티 관련 및 화장품 기업 

교육 강사, 대학강사 및 교수 등

졸업 후 진로

국가자격증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등

민간자격증 발관리사, 두피관리사, 아로마테라피스트, 

공연무대분장사, 컬러리스트 등

취득 관련 자격증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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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체육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과는 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신설 된 학과로서 건강운동관리 및 운동처방에 관한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맞춤형 특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맞춤형 퍼스널 

트레이너(PT)양성, 운동선수들의 최적의 컨디션유지와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트레이너

(AT)를 양성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스포츠손상 및 관리, 각종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재활 및 운동처방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것에 교육목표를 둔다.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체력증진을 선도하는 핵심 건강운동 전문가 양성

특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새로운 스포츠 혁신모델 구축

Goal(목표, 비전)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고도화 운영
·생애주기별 통합운동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NEEDS충족
·ICT기반 프로그램 운영

Passion(열정) Communication(소통) Challenge(도전) Love(사랑)

인성을 갖춘 전문가 실용교육으로 100%취업이 되는 학과 /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체력향상의 중심이 되는 학과 / 스포츠건강분야 전문인력 특성화가 되는 학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공교류
·해외 스포츠관련학과와의 +2, 3+1운영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스포츠영어 심화반 운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취업지원 원스톱 제공

·가족기업 멘토멘티 운영
·기업체요구 인재상 교육
·스포츠창업 동아리 운영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Glocalization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특화프로그램 개발산학연계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운영
·스포츠 건강 신시장 발굴
·스포츠재활, 운동처방분야 산학 네트워크 구축
·스포츠기술개발 및 산학교류 확신

전략

-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ICT기반 교육 시스템 운영 -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 -스포츠과학화를 위한 IDEA프로그램 운영 -스포츠건강분야 고무가치 창출

핵심가치

학과의 상

비전

슬로건

목표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041-750-6653

졸업 후 진로

취득 관련 자격증

골프산업 종사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으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골프전문교육과 골프산업 

현장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국내 골프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과 신 성장 동력인 녹색성장 전략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과 더불어 골프문화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 있다. 

스포츠로서의 골프와 골프 산업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유능한 골프선수 발굴 육성하고, 창조적 

탐구인, 자주적 지성인, 유능한 직능인의 자질을 

갖춘 골프 전문인의 양성 교육

· 골프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주도할 창의적인 골프

산업 인재 양성

· 실용적인 골프산업의 학문적 탐구

·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골프이론, 실기, 현장교육을 

통한 골프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골프산업 인재 

육성

프로구단  선수트레이너(AT), 체력트레이너, 재활트레이너

스포츠센터  퍼스널트레이너(PT), 체형관리사, 비만관리사

의료·재활기관  종합, 대학병원 운동처방사, 건강운동관리사, 재활운동사, 보건소 운동처방사

건강증진 기관  국민체력센터, 보건인력 개발원, U-헬스케어 컨설팅, 건강관리 플레너 

시·도 체육회  생활스포츠지도자, 종목별 전문체육지도자, 체육행정가, 노인전담 지도자

복지기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재활 지도사, 노인운동 지도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교육대학원 진학  체육정교사 자격취득 후 중 ·고등학교 교사

국가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민간자격증  운동처방사, 선수트레이너(AT), 퍼스널트레이너(PT), 임상운동사, 스포츠상해예방사, 

응급처치강사, 스포츠테이핑, 재활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사, 수상인명구조원, 수상  

안전강사, 유아체육지도자, 경기연맹단체 심판자격증, 뉴 스포츠지도사, 스포츠 복지사 등

프로골프선수 및 지도자, 운동 및 경기 용품업자, 

스포츠시설(골프) 운영 , 골프(아마추어)스포츠구단 

관계자, 스포츠(골프)에이전트, 골프마케팅 대행업자, 

골프미디어 관련업자, 스포츠(골프)행정가, 골프장 

경영 및 관리자, 코스설계-관리자, 골프클럽피팅

전문가, 골프용품업자 등

골프학전공
041-750-6654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충청캠퍼스 학부소개

골프지도자 KPGA, KLPGA, WPGA, USGTF, 생활

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프로골퍼 KPGA 투어프로, KLPGA 투어프로

골프장 골프전문인자격증, 골프코스자격증

골프용품 골프피팅 1,2,3급 자격증

골프관광 정보관리자격, 여행상품상담사

취득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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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국제경제, 무역실무, 무역영어, 국제경영 등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며 국제통상업무 및  

무역업, 금융기관, 해운회사 등 국내외 무역 및 

통상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무역 및 통상실무전문가를 양성

1학년 경제학원론, 국제통상학원론, 무역실무 등

2학년 미시경제학,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무역

계약론, 국제경영론, 거시경제학, 외환론, 

무역결제론, 물류관리론 등

3학년 금융상품론, 통상정책론, FTA실무, 대외

무역법, 국제운송물류론, 무역실습, 중국

경제론, 경제통합론, 관세법, 무역보험론, 

국제마케팅 등

4학년 한국경제론, 국제금융론, 해외지역경제연구, 

상사중재론, 세계화론, 국제경제기구론, 

무역전시론 등

국제통상학전공
031-8075-1247

글로벌화 된 기업환경 및 경영현실에서 당면

하게 될 제반문제를 분석하고 기업목표를  

창의적이며 진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영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양성

1학년 회계원리, 생활 속의 경영학 등

2학년 e-비즈니스, 경영정보처리론, 마케팅 

관리론, 경영통계학의 이해, 경영조직론, 

글로벌기업재무모델링, 마케팅조사와 분석, 

생산운영관리 등

3학년  CRM과소비자행동론, ERP통합경영, 

경영물류관리, 경영분석과 데이터마이닝,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국제물류경영론, 

공급사슬관리, 글로벌인적자원관리,  

서비스운영관리, SAS활용컨설팅 등

4학년 벤처창업경영론, 경영효율과 시뮬레이션, 

경영정보세미나, 글로벌경영론, 경영 

사례연구와 경영정책, 중소기업경영과 

창업, 광고커뮤니케이션, MIS 사례연구 등

경영학전공
031-8075-1246

유아교사로서의 사명감 함양을 위한 건전한 인성과 

교양 배양을 통해 인간적 품격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유아 교육 

전문가 양성

1학년 유아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발달과 교육 등

2학년  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아동교육철학, 기악, 유아 

과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유아미술교육, 아동문학 등

3학년 부모교육, 영유아교사 인성론, 유아수학교육, 

아동생활지도,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사론, 유아

사회교육, 유아건강교육, 영유아프로그램개발

과 평가 등

4학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정신건강론, 유아교육과 

멀티미디어, 아동연구방법, 유아논리 및 논술, 

유아관찰 및 실습 등

유아교육과
031-8075-1250

교육 과정

대기업, 공사,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서비스업, 

마케팅 및 e-비즈니스 관련 창업, 물류 및 유통

기업, 금융 기관 및 증권업, 컨설팅 관련 기업, 

대학원 및 연구소, 기타기업

졸업 후 진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브랜드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홍보관리사, 컨벤션기획사, 텔레마케팅관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정보처리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품질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 

상담사, ERP정보관리사, 재무분석사(CFA),  

회계관리사, 재경관리사, 6시그마

취득 관련 자격증

국제무역사(1급,2급), 손해사정사, 무역영어검정

시험(1급,2급,3급), 관세사, 외환관리사, 원산지

관리사, 물류관리사, 판매관리사, 투자상담사

취득 관련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보육교사(2급) 자격증,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복수전공), 특수학교

(초등) 정교사(2급) (복수전공), 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동화구연사, 놀이상담사, 아동레크레이션지도사, 유아

체육지도사, 미술치료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국내외 대기업 및 무역회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해운회사 및 항공회사, 무역전시 업체, 

호텔, 여행사,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 물류회사, 

유통회사, 해외대학원 진학(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 대학원 진학

졸업 후 진로

국·공·사립유치원, 국·공·사립 및 직장어린이집 등 

각종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유아교육관련 연구기관 

연구보조원, 유아교육관련 정부기관의 공무원, 유아용 

도서출판사 및 교재교구 제작사 등의 직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사범학부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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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인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추어 교육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우수한 초등특수교사를 

양성

1학년 초등특수교사론,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등

2학년 초등국어,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

교육, 초등특수아부모교육 등

3학년 초등과학, 학습장애학생교육, 행동수정, 

초등특수아상담 등

4학년 초등실과, 통합교과, 특수학급경영론, 초등

특수논리 및 논술 등

특수교육과(초등특수교육)
031-8075-1249

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유아들에게 생애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특수

교사를 양성

1학년 영유아발달과 교육,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유아특수교육 등

2학년 유아교육과정,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

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등 

3학년 유아특수교육교수법, 장애유아개별화교육, 

행동수정, 시각장애학생교육 등

4학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등과 교직과정영역

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
031-8075-1250

교육 과정

유 치 원  특 수 학 급  교 사 ,  특 수 학 교  교 사 ,  

어린이집 특수교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병원이나 치료실 특수교사, 복지관이나 

조기교육센터 등의 특수교사, 특수교육연구사, 발달

지체 유아 대상 교육기관 설립·운영,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 진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미래 사회는 복지정책이 실현되는 사회이므로, 

초등특수교육과의 특성상 초등특수교사로의 

진출은 물론 특수 교육 전공자로 학문적인 전망이 

매우 밝으며 학과 졸업 시 장애 아동과 관련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관기관에 취업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교육학 및 특수교육분야의 이론에 기초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지도 하는데 필요한 전문

교육역량을 갖춘 중등특수교사 및 생애주기별 특수

교육 지원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
031-8075-1249

1학년 교육학개론, 특수교육교사론,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특수교육현장연구 등

2학년 청각장애아 교육,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체장애

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 교육, 성격심리 등

3학년 중등특수교육교과교육론, 장애아 진단평가, 

특수교육공학, 학습장애아교육 등

4학년 특수학급 경영론, 중등특수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중등특수 수업실기 등

교육 과정

특수학교 중등특수교사,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

학급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직업(재활)교사, 

장애인복지관 및 조기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사, 병원 및 

사설치료실 특수교사, 특수교육관련 기관행정직 및 

전문직, 연구원 및 대학교수, 국내·외 대학원 진학

졸업 후 진로

특수학교(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한국사능력(3급 이상) 

검정시험,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선택사항), 기타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직업교육, 치료지원, 심리상담, 

보조공학 관련 자격증 외 다수-선택 사항) 

취득 관련 자격증

사범학부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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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은 ‘Civil Engineering’ 즉, ‘시민공학’이란 

의미로 각종 모든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지하철, 교량, 공항, 항만, 도로, 

댐, 상하수도 시설 등)을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 및 인재 양성

1학년 건설산업의 이해, 정역학 

2학년 재료역학, 유체역학, 수리학, 지형공간정보학, 

토목지질공학, 건설재료학 및 실험

3학년 구조역학, 토질역학,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공학 수문학, 기초

공학, 상하수도공학 및 설계, 하천계획 

및 설계, 환경공학

4학년 강구조공학 및 설계, 토목설계, 수자원공학, 

건설전산 및 실무, 시공 및 관리, 교량공학, 

교량설계, 도로공학, GIS와 수자원

토목공학전공
031-8075-1230

설계/시공의 TWO-TRACK 교과과정을 통해 

융복합 실무형 건축전문가를 양성

1학년 건설제도, 건축학개론, 건축과인문학, 

CAD, 구조의 이해 등 건축분야 기초지식 

습득

2학년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구조, 

인간공학, 건축색채학, BIM 등 건축분야 

기본지식 습득

3학년 건축설계, 건축법규,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실내디자인, 건축적산, 건축공정관리, 한국

건축사, 서양건축사, 주거재생, RC구조 등 

건축분야 설계 및 시공의 응용기술 습득

4학년 졸업작품 및 논문, 스마트건축, 건축경관론, 

집합주택론

건축학전공
031-8075-1231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게임 제작 이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1인 창업도 가능한 수준의 실무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공자와의 협업이 가능한 

창의적 전문 인재 육성

소프트웨어구조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공학 등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I, 시스템/네트워크/서버/웹 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I/II, 모바일앱프로젝트 등

게임제작

게임소프트웨어개론, 게임기획기초/응용, 게임엔진, 

컴퓨터그래픽스, 3D그래픽디자인, 인터랙티브3D

프로젝트 등

게임소프트웨어전공
031-8075-1227

교육 과정

건설회사, 건축설계사무소, 건설사업관리회사, 

인테리어, 공기업, 대학원 및 연구소 등 건축

전공자는 졸업 후 진출분야가 다양함.

졸업 후 진로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

안전기사, 실내건축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은 

4학년 재학 중에 취득가능

졸업 후 건축학인증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시험에 응시 가능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기술사시험에 응시 가능

취득 관련 자격증

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등 다수

기사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철근콘크리트기사 등 다수 

취득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

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등

취득 관련 자격증

토목설계회사(유신코퍼레이션, 도하 등), 시공회사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 국립연구기관, 공무원, 

국영기업체(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

공사 등), 대학원 진학 

졸업 후 진로

2D/3D 게임 개발자, 모바일 앱 개발자,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개발자, 3D 융·복합 콘텐츠/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서비스 개발자 등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소프트웨어공학부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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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주요 기술인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에 

대하여 배우고, 사람 중심의 지능화, 네트워크화, 

모바일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기술의 기획 및 개발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 산업의 스마트화를 리드하는 핵심 

전문가를 양성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모바일통신기초, 스마트IT회로, 모바일회로 및

실습, 스마트단말설계, 모바일통신보안, 모바일

응용실무 등

·IoT시스템 분야

프로그래밍기초, 컴퓨터 구조, 자료구조, 마이크로

프로세서, 서버시스템구축, 클라우드시스템, 

IoT플랫폼, 시스템프로그래밍, IoT분석도구 등

·빅데이터 분야

빅데이터입문, R프로그래밍, 데이터모델링과

SQL, 빅데이터분석, 데이터시각화, 데이터  

프로그래밍, 패턴인식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특론 등

스마트IT전공
031-8075-1227

정보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와 기업의 정보보안을 책임지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C, Java, 윈도우즈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암호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 등

정보보호론 분야

암호수학1·2, 현대암호학, 암호학응용, 정보보호

관리, 정보보호법윤리 등

시스템/네트워크 보안기술 분야

리눅스/유닉스,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네트워크

보안운영, 서버시스템관리, 침입탐지  및 대응 등

응용서비스 보호기술 분야

디지털콘텐츠보안, 저작권보호기술, 디지털포렌식, 

웹어플리케이션보안, IoT보안 등

미래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더욱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로 발전할 것이며 정보보호 

기술이 모든 정보시스템에 내재화되고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는 시대가 될 것임. 본 학과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정보보호 

연구자, 관리자 및 기술개발자 등의 전문가 배출

정보보호학전공
031-8075-1228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인터넷보안관리사,  

정보보안관리사, 네트워크관리사, 시스템관리사, 

리눅스마스터, 포렌식전문가, CISSP, LPIC, 

OCSA, CCNA, CCNP, CISA, RHCE

취득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무설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IoT지식검정능력, 네트워크관리사, 리눅스 

마스터, CCNA, CCNP, LPIC, MCSE, OCP, 

OCJP, 코딩전문강사

취득 관련 자격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네트워크 등 ICT 관련 기업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 스마트 기술 관련 공무원 및 연구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체 및 서비스 기획자 및 

기업가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전기에너지의 생산(화력, 수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수송 및 변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학, 컴퓨터를 

계측기화 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의 언어와 하드웨어를 

배우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가 요구하는 주문식 

교과 과정을 AUTO CAD, MATLAB, LABVIEW OR 

CAD를 통해 21세기형 고도지식 기술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외국어를 겸비한 엔지니어로 양성

전기전자공학전공
031-8075-122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기사, 전기철도신호

기사, 전기기사, 반도체설계 기사, CAD 등 취업에  

필요한 관련기사 자격증 취득을 본 전공에서는  

졸업 시 필수항목으로 다룸.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맞는 교육을 도입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

교육 과정

전기관련 산업체, 첨단 전자 관련 산업체, 에너지 관련 

회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각종 중전기기 관련 산업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가능. 정보통신분야, 소프트

웨어분야, 전기전자 컴퓨터 등 기술직공무원, 공업계 

및 기술계 교사, 대기업, 공기업으로 취업 가능

졸업 후 진로

소프트웨어공학부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사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회로이론 및 제어,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공학, 전기철도 구조물공학,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취득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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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문화가치창출을 

위한 인간·환경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석

하고 종합·창조할 수 있는 폭 넓은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디자인 사고 능력과 독창적 

조형능력을 함양

1학년 컴퓨터디자인, 형태와 구조, 디자인과 문화 

2학년 색채디자인, 3D/VR모델링, 디자인리서치, 

아이디어표현기법, 라이프스타일마케팅,  

가구디자인, 디지털이미지, 디자인 스케치

3학년 운송기기디자인1, 제품디자인, UI/UX  

디자인, 환경디자인, 스토리텔링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2, 커뮤니케이션디자인, 

VR제품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조명디자인, 

그린디자인, 브랜드디자인

4학년 제품디자인스튜디오1, 전시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제품디자인스튜디오2,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학전공
031-8075-1251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지닌 고급인력 양성

기계설계 분야 지능형자동차, 제어공학, 3역학 

및 기계재료, 기구학, CAD/

CAM 등

자동차서비스 분야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차디자인 등 

손해사정 분야 보험계약법, 자동차보험 등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031-8075-1226

새로운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방법

으로 창조적인 이미지를 표현·제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만화애니메이션, 첨단영상산업 분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문가를 양성,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세계 우수 대학과 2+2공동학위제를 도입하여 졸업 후 

100%취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첨단 문화콘텐츠 

전문학과

1학년 만화애니메이션의 이해, 만화기초, 만화 애니메이션

배경작법, 라이프드로잉(Ⅰ,Ⅱ), 2D그래픽

2학년 캐릭터디자인(Ⅰ,Ⅱ), 웹툰작법 및 애니작화연구

(Ⅰ,Ⅱ), 만화애니메이션제작기법(Ⅰ,Ⅱ), 3D애니

메이션기초, 3D 모델링, 만화애니메이션공간

구성, 만화애니메이션작품분석연구

3학년 웹툰작법 및 애니작화연구(Ⅰ,Ⅱ), 만화애니메이션

제작기법(Ⅲ), 만화애니메이션프로젝트(Ⅰ,Ⅱ), 

코믹스애니창작연구(Ⅰ,Ⅱ), 만화애니작품분석

연출, 만화일러스트레이션(Ⅰ,Ⅱ), 스토리텔링, 

사운드디자인

4학년 졸업작품연구, 만화애니메이션프로젝트(Ⅲ,Ⅳ), 

포트폴리오제작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031-8075-1253

교육 과정

모빌리티 설계 및 제작 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일반기계 및 자동차 부품업체,  대기업의  

자동차 마케팅 분야, 손해사정사, 각종 정비 및 

검사 대행업

졸업 후 진로

자동차 정비기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동차진단

평가사

취득 관련 자격증

웹페이지전문가1·2급, 컴퓨터그래픽운영

기능사, 컬러리스트1급,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실내건축기사1·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중등학교정교사(2급), 건축기사1·2급, 건축도장

기능사, 실내디자이너자격증 

취득 관련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GTQ,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웹마스터, 

어도비공인자격증,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 컬러리스트

기사, 마이크로사MDF(Flash), .2급문화예술사

취득 관련 자격증

· 광고회사, 출판·영상 관련회사, 대·중소

기업 홍보실, 제품디자인 관련 회사

· 건축·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가구·조명 

디자이너, 방송·무대세트 디자이너

· 미술디자인 중등교사, 디자인전문 공무원, 

대학원진학, 유학 등으로 진출

졸업 후 진로

애니메이터, 3D모델링 아티스트, 애니메이션감독, 

시각특수효과 전문가, 웹툰작가데뷔, 웹툰PD, 웹툰배경

작가, 일러스트작가, 컨셉아티스트, 게임그래픽전문가,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의 문화예술강사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문화콘텐츠학부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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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중추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전공으로, 신문·

방송·영화 등 언론 및 영상 분야와 인터넷·

모바일·소셜미디어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뉴미디어 분야,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광고·홍보 분야 등으로 진출할 전문 

언론인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미디어의 이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미디어문장연습, 미디어조사방법,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디지털미디어론, 미디어비평

저널리즘론, 기사작성실습, 취재보도연습, 

신문제작실습, 뉴미디어저널리즘, 영상

저널리즘, 언론윤리법제 등

스튜디오제작실습, 기초디지털영상편집, 

방송편성과기획, 방송촬영실습, 방송제작

실습, 디지털콘텐츠제작실습 등

설득커뮤니케이션, 디지털스토리텔링, 

광고PR론, 광고제작실습, 디지털콘텐츠

기획 및 구성, 전략커뮤니케이션기획론, 

전략커뮤니케이션실습 등

공통 
과목

저널
리즘
트랙

방송
제작
트랙

크리
에이
티브
트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031-8075-1253

23년 전통을 가진 유일한 수도권 소재 4년제 

사진영상전공으로 체계적으로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지식·기술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역량을 

배양하여, 창의성, 전문성, 현장성 및 인성을 겸비한 

첨단사진영상 콘텐츠 전문가 양성

1학년 디지털이미지제작, 동영상촬영 및 편집, 동영상

기획 및 제작, 사진영상의 이해, 문화콘텐츠의 

이해, 사진영상과 현대문화(학부기초)

2학년 미디어아트 연구, 디지털사진촬영, 문화예술과 

매개자, 비주얼저널리즘, 조명실기, 흑백사진

실기, 작가론, 광고사진을 위한 포토샵, 미디어 

사진영상 제작, 방송촬영 실습, 비주얼 스토리

텔링 기획론, 사진사, 드론영상제작기초 

3학년 광고사진영상제작기초, 동시대사진이론 및 

실기, 뮤직비디오제작, 미적실천과 구성, 영상

스토리텔링 기획 제작, 온라인 미디어콘텐츠 

제작실습, 항공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광고사진

콘텐츠제작, 다큐멘터리사진영상, 방송영상

콘텐츠 기획, 사진과 영화, 사진논리 및 논술, 

이미지 컨셉과 제작, 콘텐츠 기획실습(캡스톤

디자인). 

4학년 사진감상 및 비평, 콘텐츠기획 마케팅(캡스톤

디자인), 콘텐츠세미나, 포트폴리오제작

신문사, 잡지사,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 기업홍보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홍보실, 광고 및 패션스튜디오, 

특수촬영전문가, 방송국, 영화사, 군무원, 사진작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업체, 중등교사, 대학교수, 

웨딩 및 베이비 스튜디오 등

사진영상학전공
031-8075-1243

교육 과정

졸업 후 진로

사회조사분석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 언론사(방송국, 신문사) 또는 영상제작사의 

기자, PD, 작가, 아나운서, 편집, 리포터

· 광고 및 홍보 대행사의 카피라이터, AE, CF감독

· 일반 기업의 광고·홍보, 기획, 소셜 미디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연극영화학전공은 종합예술로서의 연극과 영화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융복합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공연영상예술인을 양성 

연극영화학전공
031-8075-1244

·연극개론, 영화개론, 신체훈련, 호흡과 발성, 공연제작

기초, 영화제작기초 

·영화사, 영화기술, 뮤지컬댄스, 뮤지컬가창, 영화

장르스타일분석, 촬영조명실습, 영화제작실습 등 

·극작, 시나리오작법, 디지털영상편집, 매체연기, 

분장의상실습, 무대디자인, 연극영화교과교육론, 

영화연출실습 등 

·오디션, 포트폴리오제작, 연극·감상 및 비평, 졸업

공연제작워크샵, 졸업영화제작워크샵 

교육 과정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드라마투르그, 연극연출가 및 

배우, 영화감독 및 배우, 공연기획자, 촬영감독, 탤런트, 

이벤트PD, 방송PD, 무대감독, 조명감독, 무대디자이너, 

분장사, 뮤지컬배우, 진학(공연예술영상 관련 대학원 

진학 및 유학), 연극영화교사취득관련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연극영화 자격증, 연극영화 문화

예술교육사(2급)취득 

취득 관련 자격증

문화콘텐츠학부 공연예술체육학부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2급 문화예술교육사, 사진기능사, 컬러리스트, 

평생교육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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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콘텐츠의 상품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경영인의 양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송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동할 실무적 인재 양성

1학년 엔터테인먼트와 공연이벤트

2학년 공연제작프로젝트, 엔터테인먼트연출, 광고

PR의 제작, 문화시장조사분석기법

3학년 문화마케팅론, 저작권법, 스타마케팅, 창업

인큐베이터, 영상제작실습

4학년 인턴쉽, 문화법제와 정책, 고객관리론, 재원

조성과 세무, 엔터테인먼트창업론, 프로

젝트과제수행

엔터테인먼트학전공
031-8075-1242

보컬전공  보컬(Vocal)

연주전공 피아노(Piano), 기타(Guitar), 베이스 

기타(Bass Guitar), 드럼(Drum),  

플롯(Flute), 라틴퍼쿠션(Latin Per-

cussion), 색소폰(Saxophone), 음향

(Music Technology)

작곡전공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 

프로듀서(Producer)

1학년 KEYBOARD CLASS, 시창·청음, 퓨전합주, 

퍼포먼스워크샵, 리사이틀, 음향기초, 실용

음악이론의 이해,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리듬연구

2학년 재즈앙상블, MIDI, 즉흥연주기법, 보컬

테크닉, 리사이틀,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3학년 작곡·편곡법, 재즈앙상블, 보컬합주, 리사이틀, 

스튜디오테크놀로지, 전공실기

4학년 보컬콰이어, 뮤직비즈니스, 컨템포러리

앙상블, 스튜디오테크놀로지, 전공실기

실용음악학전공
031-8075-1245

교육 과정 교육 과정

메이크업과 헤어를 중심으로 산·학간 프리미엄 클래스를 

운영함으로써 실무중심의 전문 교육과 함께 뷰티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마케팅 역량을 고취시켜 스타 

뷰티션을 양성

뷰티·패션비즈니스학전공
031-8075-1207~9

취득 관련 자격증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공연예술체육학부

토탈스타일링, 외모관리와스타일, 조형실습, 포토샵활용, 

뷰티컬러디자인, 트렌드분석, 퍼스널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메이크업디자인, 테마메이크업, 속눈썹및스킨아트메이크업, 

뷰티아이콘과문화, 베이직커트, 헤어컬러링, 샴푸및모발

관리, 스킨케어, 해부생리학, 공중보건학, 모바일서비스

마케팅, 뷰티&패션마케팅, 살롱회화, 데이터분석및활용

광고및브랜드메이크업, K-뷰티메이크업, 캐릭터분장, 

특수분장, 디자인커트, 크리에이트헤어펌, 특수머리, 웨딩 

문화와스타일(캡스톤디자인), 매니지먼트실무, 뷰티패션

상품기획(캡스톤디자인), K-Cultural와뷰티, 뷰티스타일 

프로세스(캡스톤디자인), 뷰티컨텐츠기획(PBL), 고객관리 

및 운영실무,  네일케어&아트, 광고및브랜드메이크업(FL), 

뷰티·패션쇼핑몰기획, 뷰티직무세미나, 웨딩플래닝, 

창업과공간구성, 작품기획, 작품제작및발표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

(메이크업) 등

뷰티스타일리스트, 업스타일(1,2,3급), 2급, 패션 

아이래쉬아티스트, 웨딩플래너, 퍼스널컬러리스트, 

두피관리사, 공연예술분장사(1,2급) 등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아티스트, 무대분장사, 특수

분장사, 뷰티스타일리스트,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샵 관리자, 웨딩플래너, 헤어디자이너, 두피 관리사, 헤어

컬러컨설턴트 등 

대학원 진학, 유학, 뷰티 관련 및 화장품 기업 교육 강사, 

대학강사 및 교수 등

실
무
자

지
도
자

고양캠퍼스 학부소개

대중가요 가수, 뮤지컬 가수, TV 관현악단 연주자, 

보컬그룹 연주자, 재즈 연주자, 각종 무대음악 

연주자, 대학원 진학 및 음악 제작자, 작곡가, 편곡가, 

대중음악 칼럼니스트, 예능계 신문이나 잡지사의 

기자 혹은 음악평론가 등의 다양한 진로

졸업 후 진로

엔터테인먼트PD, 공연기획자, 연예기획자, 연예

캐스팅, 연예매니저, 이벤트PD, 스타홍보마케팅

관리자, 이벤트 기획자 및 연출가, 상품기획자, 

프로모터, 문화콘텐츠배급사/마케터, 방송사, 

기업체, 광고대행사, 관공서, 문화센터, 문화재단 등

졸업 후 진로

무대기계전문인, 무대음향전문인, 

Cubase(SteinBerg), Logic Pro X(Apple), 

Pro Tools(AVID) 등

취득 관련 자격증

연예인관리사, 무대예술전문인 : 조명, 음향(1,2,3급), 

사회조사분석사(1,2급), 서비스 경영자격증, 컨벤션

기획사(1,2급), 디지털영상편집(2급), 영상편집

전문인(2,3급), 영상촬영전문인(2,3급), 저작권

관리사, 스포츠 경영 관리사, SMAT 등

취득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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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융복합)전공

1. 연계(융복합)전공현황

전공명 학위명 참여학과(전공)

멀티케어학전공 보건복지케어학사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뷰티비즈니스전공 뷰티경영학사

뷰티케어학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ICT전공 공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스마트IT전공

IoT융합전공 IoT융합학사

스마트IT전공(★)

정보보호학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모바일S/W융합전공 모바일S/W융합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스마트IT전공

벤처창업전공
(기존 IT융합창업 변경)

벤처창업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스마트IT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정보보안S/W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학사

정보보호학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IT전공

경영·금융보안전공 공학사
정보보호학전공(★)

경영학전공

토탈패션메이커스전공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사진영상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 (★) :　연계(융복합)전공을 주관하는 학과(전공)

연계(융복합)전공A전공 B전공

A전공

연계(융복합)

전공
B전공

연계전공은 2개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참여하여

새로운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구성한 전공입니다.

충청·고양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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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융복합)전공

웨딩문화의 산업적 역성장에 편승하기 위해 뷰티

케어학전공을 중심으로 유관학과와 연계하고, 

IT와 마케팅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취·창업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설된 전공

으로 전문가 양성 과정  

- 기초과정 : 뷰티샵창업컨설팅, 헤어스타일링, 

웨딩문화의 이해, 아이디어표현기법, 

문화상품디자인, 위생법규, 뷰티

아이콘과 문화, 뷰티포토샵, 매니지

먼트 실무, 색채디자인

- IT연계 : 고객데이터관리 및 분석, 앱페이지

디자인, 스토리텔링디자인, 뷰티샵

컨설팅, S-MAT서비스경영,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SNS활용기법, 스타일

프로세스, 앱프로그래밍, 웨딩스타일

- 실무중심 : 뷰티살롱, 자연요법, 서비스운영실무, 

라이프스타일마케팅, 웨딩기획, 

모바일프로그래밍

뷰티 비즈니스 전공
041-750-6395

창의적 멀티케어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및 복지적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케어 전문가 

및 현장 맞춤형 실무 전문 인재 양성 

신체적/정신적 케어트랙

멀티케어학개론, 보건복지통계실무, 일상생활동작 

및 기능훈련, 의학용어Ⅰ, 의료관계법규, 만성질환

치료, 인턴십과 현장실습

사회적 감성 케어트랙

감성휴먼케어론, 스마트헬스케어론, 벤처창업론, 

보건교육학, 사례관리론, 예술치유학, 사회보장론

심리적/복지적 케어트랙

공중보건학, 산림치유프로그램, 조사방법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여가치료, 보건복지케어론, 

사회보장론

멀티케어학전공
041-750-6377

교육 과정

국가 및 지방공무원(보건복지가족부, 일반행정직, 

보건직), 의료기관(국·공립 및 대학병원 등 종합

병원, 한방병원, 노인 및 치매 전문병원, 재활병원, 

일반병·의원, 한의원), 의료관련단체(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재활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관련 

산업체(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의료정보업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보건의료전문 

언론기관, 보험회사의 적부조사요원과 보상업무

분야 등

졸업 후 진로

병원코디네이터, 병원 CS강사, 스포츠마사지사, 

응급처치전문과정, 심리상담사, 청소년안전지도사, 

한국보험심사평가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한방병원행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위생사, 

MOS(국제공인,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등 

취득 관련 자격증

- 자동취득 : 미용사(종합)면허증

- 국가자격증 :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헤어), 

미용사(네일)

- 국가공인자격증 : S-MAT서비스경영

- 민간자격증 : 웨딩플래너자격검정(3급)

취득 관련 자격증

교육 과정

현재와 미래 사회,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기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융합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사람 중심의 지능화,   

네트워크화, 모바일화 기반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갖추어 

미래 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전문가를 양성

ICT입문, IoT코딩, 임베디드회로, 모바일통신, IoT단말

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빅데이터실무,

컴퓨터네트워크, 모바일프로그래밍, IoT단말 설계, 

모바일웹, IoT플랫폼, IoT프로젝트

정보처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리눅스마스터, CCNA, CCNP, LPIC, 

MCSE, OCP, OCJP, 코딩전문강사, IoT지식능력검정

ICT전공
031-8075-1525

취득 관련 자격증

- ICT 관련 기업체, 모바일 통신업체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글로벌 기업 및 관계사

- 스마트화, ICT 서비스 기술 관련 국내, 글로벌 기업체

- ICT 관련 기술 공무원, 공공기관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충청·고양캠퍼스 학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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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융복합)전공

모바일S/W융합전공은 모바일시대에 폭발하는 

산업체 수요에 맞추어, 산업체전문가가 직접 

교육하는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Web개발, Mobile App개발, S/W개발 등의 

전문 인재를 양성

프로그래밍기초,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DB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설계, 소프트웨어설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 모바일S/W 

프로젝트 방법론, 모바일S/W프로젝트, 모바일

S/W 기업개발론, 모바일S/W 기업프로젝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

모바일S/W융합전공
031-8075-152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요소인 ‘초연결(Hyper-Connected)’ 및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에 필요한 스마트  

I oT  분야의 실무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스마트 IoT 산업과 미래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와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융복합 교육

과정을 운영

IoT 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개론, C프로그래밍, 마이크로

프로세서, 고급프로그래밍, 산학융합특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IoT플랫폼, IoT 프로젝트 방법론, 

스마트IoT 프로젝트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통신기초, 모바일프로그래밍, 모바일회로 

및 실습, 스마트단말설계, 스마트네트워크, 모바일 

응용실무, IoT 기업 개발론, IoT 기업 프로젝트, 

인턴십 등

서버시스템

컴퓨터시스템구조, 통신프로젝트, 빅데이터입문, 

서버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IoT 기업 프로젝트, 통신프로젝트, 현장

실습 등 

IoT융합전공
031-8075-1525

교육 과정

스마트 IoT 솔루션 개발연구소, IoT 제품 생산

업체,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모바일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스마트제품, 서버관리기업, 

기타 4차 산업관련 전 분야

졸업 후 진로

Web개발자, Mobile App 개발자, DB전문가, 

모바일S/W Front End 개발자, 모바일S/W 

Back End 개발자, Full Stack 개발자 등 S/W

개발 전 분야에 진출 가능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벤처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직간접적인 

창업체험으로써 관련 기업 및 기관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과 협업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벤처창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벤처창업전공
031-8075-1521

프로그래밍기초,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창업아이템

발굴, 산학융합특강, 벤처창업기초, 비즈니스모델분석 

및 창업사례연구, 자본시장의 이해와 자금조달, 모의

창업의 이해, 모의창업1 , 모의창업2, 현장실습, 인턴십 등

교육 과정

벤처창업, 각종 Start-up, IT 관련 기업 등

졸업 후 진로

충청·고양캠퍼스 학부소개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IoT 능력 검정

취득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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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반의 문화콘텐츠인 컴퓨터 게임과 3D 모델링 기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문 인재를 양성

게임 프로그래밍 역량

객체지향설계, 게임수학, 게임엔진활용, 게임엔진, 게임스크립트언어 등

게임/애니메이션 기획 역량

게임분석 및 소재론, 게임기획기초, 게임기획응용, 고급게임기획 등

게임/애니메이션 아트 역량

라이프드로잉1, 공간구성기법, 캐릭터디자인1, 애니메이션제작기법1,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제작1, 캐릭터디자인2, 애니메이션제작기법2 등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 실무 역량

산학융합특강, 게임/애니메이션 프로젝트방법론, 게임/애니메이션 프로젝트1, 

게임/애니메이션 프로젝트2, 게임/애니메이션 기업개발론, 게임/애니메이션 

기업프로젝트1, 게임/애니메이션 기업프로젝트2, 기업인턴십, 현장실습 등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031-8075-1521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기획자, 게임 아티스트, 모델러, 애니메이터, VR/

AR/MR 콘텐츠 개발자 등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해킹 및 보안취약점 분석, 정보보안S/W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보보안S/W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

정보보안 기반기술 역량

정보보호개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설계, 암호학 등

해킹 및 보안취약점 분석 역량

서버시스템관리, 악성코드분석, 해킹 및 대응기술 등 

정보보안S/W개발 역량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암호프로그래밍,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등 

프로젝트 수행 및 현장 실무 역량

산학융합특강, 정보보안 프로젝트방법론, 모의해킹/보안컨설팅 프로젝트1, 

모의해킹/보안컨설팅 프로젝트2, 모의해킹/보안컨설팅 기업개발론, 모의해킹/

보안컨설팅 기업프로젝트1, 모의해킹/보안컨설팅 기업프로젝트2, 기업인턴십, 

현장실습 등

정보보안S/W융합전공
031-8075-1523

교육 과정

연계(융복합)전공

충청·고양캠퍼스 학부소개

취약점분석 전문가, 보안관리자,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보안컨설턴트 등

졸업 후 진로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취득 관련 자격증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네트워크관리사, 인터넷

보안전문가, 시스템관리사 등

취득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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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의 정보보호학전공과 사회계열의 경영학전공이 학제적으로 연계된 

전공으로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은 물론 보안 정책, 조직 보안, 

자산 분류 및 관리, 인사 보안,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통신 및 운영관리, 

네트워크 접근관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관리, 준거성

이라는 경영·금융보안의 필요요구를 충족하여‘IT 및 거버넌스’,‘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시대에 걸맞은 경영·금융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

경영과 금융업무 기본역량

회계와 기업경영, 마케팅관리론. 마케팅조사와 분석, SAS강좌와 경영컨설팅, 

경영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등

정보보안 실무역량

프로그래밍응용, 보안자료구조, 보안운영체제, 서버시스템관리, 현대암호학, 

정보보호관리, 침입 탐지 및 대응, 정보보호평가 및 관리인증 등

전공분야실무역량

경영·금융보안개론, 경영·금융정보보안실무, 정보보호프로젝트설계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등 

경영·금융보안전공
031-8075-1523

일반기업체, 금융분야기업, 보안솔루션개발업체, 금융보안원,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패션제품을 독립적으로 기획, 디자인,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미래 패션산업의 융합화를 주도하는 젊은 창작자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

디자인메이커스의 이해, 패션디자인프렉티스, 패션스타일링, 디자인컨셉 & 

트랜드, 패션창작스튜디오, 디자인과 소재, 디자인과 색채커뮤니케이션, 복식

멀티콘텐츠, 패션공예, 포스트모던디자인의 이해, 디지털패션산업의이해, 

패션마케팅, 콜라보레이션프로젝트

토탈패션메이커스전공
031-8075-1251

패션디자이너, E-커머스, 패션에디터, 패션디렉터, 패션코디네이터, 패션머천

다이저(MD), 패션스타일리스트, 디스플레이어, 샵마스터, 바잉(해외유통, 

수출입, 백화점), 패션쇼 기획 및 연출, 패션광고업계, 창업 등

졸업 후 진로

교육 과정

취득 관련 자격증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산업보안관리사, ISMS-P심사

평가원, 네트워크보안전문가, CISSP 등

취득 관련 자격증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샵마스터, VMD, 컬러리스트, 

컴퓨터 패션 디자인 운용마스터, 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GTQ), ACE(어도비)일러스트레이터 등

연계(융복합)전공

충청·고양캠퍼스 학부소개



통학버스안내
(2020년도 운행 현황 기준)

서울지역

잠실역, 도봉산역

경기지역

인천(부평), 부천, 김포(화곡역),
파주, 의정부

캠퍼스간 교류버스

충청캠퍼스와 고양캠퍼스간 
교류버스 운행(화, 목 운행)
고양시 통학버스(무료운행)
(삼송역, 원흥역, 백석역)

*자세한 운행시간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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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FORMATION

03

통학버스안내
(2020년도 운행 현황 기준)

서울지역
서울역, 잠실역, 반포역, 신도림역,
강남역, 양재역

경기지역
인천(부평), 부천, 안양, 수원,
고양(화정역, 대곡역), 용인(죽전)

충청지역
천안, 청주

대전시 통학버스(무료운행)
관저동, 도마동, 중촌동, 관평동,
둔산동, 봉명동, 노은동 등

*자세한 운행시간은 홈페이지 참조

32713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번지

TEL_041.750.6807~9 

FAX_041.750.6544

충청캠퍼스

102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번지

TEL_031.8075.1207~9 

FAX_031.8075.1212

고양캠퍼스

02

01

03

01

02 03

11

10

12

04

07

06

05

08

09

01  경영관(기숙사) 02  성지관         03  송백관 04  청강관        05  경복관 06  건원관  

07  범농관(체육관) 08  골프교육장    09  영신관 10  산학협력관    11  웅재관 12  정금관 

01  세종관 : 도서관, 학생회실, 동아리실, 학생 편의시설, 행정실, 공과계열

02  인농관 : 경영계열, 언론홍보계열, 사범계열, 예술계열, 대강당, 여학생 휴게실, 패스트푸드점

03  수경재 : 기숙사



학생성장대학

충청캠퍼스  32713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입학문의 TEL 041-750-6807~9
FAX 041-750-6544

고양캠퍼스  102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  
입학문의 TEL 031-8075-1207~9
FAX 031-807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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