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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즐거운 교육 내일이 행복한 대학

교육부 지원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계속(2016~2018년) 지원대학선정

교육부특성화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대학!
충청대학교는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 평가 결과, 
평생직업 교육 육성사업 (Ⅳ영역)에서 '매우 우수' 등급에 선정
(2015. 06. )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충청대학교 최우수 A등급

산학협력 고도화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자율개선대학선정 SW미래채움사업 협력대학선정



취UP OK 충청대학교 학부/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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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ㅣ   생동! Make up
09 ㅣ   출발! Go up

11 ㅣ   스마트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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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ㅣ   휴먼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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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ㅣ   바이오테크·뷰티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기
회와 젖과 꿀이 흐르
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혼
(魂)과 성(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학생 중심, 교육중심, 
그리고 취업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명문 대학으로 뻗어
가는 대학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
과 목표가 가장 중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한 길을 만들고 
반드시 길의 목적지
에 이르게 하는 우리
는 충청대학교입니다. 

명품교육
명품취업
충청대학교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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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전형일정
면접(실기)고사
지원자격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기숙사안내
장애학생지원 관련 안내
장학제도 안내
수험생 유의사항
학부(과,전공)별 입학전형 상담교수안내

전형별 성적반영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온라인 제공 
관련사항 안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안내



Partner

약속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특성화대학교 
전문가들로 참된 취UP OK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인성과 전문성을 지닌 
명장을 만들기 위한 최첨단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충청대학교는 학생 모두가 사
회에서 꼭 필요한 명품, 명장
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오로지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준비된 전문인으로 완성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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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학생이 행복한 대학

쾌적한 기숙사

풍성한 장학제도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고 잠재력 개발
·성숙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상담실
·심신을 단련하는 체육관·헬스장
·감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아트홀·도서관·컨벤션센터 등

·총 2동생활관, 수용인원 484명
·남학생 생활관, 체력단련실, 독서실, 컴퓨터실, 세탁실 등
·여학생 생활관, 호텔 수준의 시설 및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

·성적과 학생 개개인의 특기 및 가정형편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리더십장학, 만학장학, 가족장학, 자아성취장학, 복지장학 등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지방우수인재유치양성을 위한 국가지방인재장학제도 시행

278명

484명

206명

남학생 기숙사

전체수용인원

여학생 기숙사

우리가 얘기하는 ‘Innovation’은 급진적이고 근본적
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모든 접근방
식이 우리가 꿈꾸는 목표를 위해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 그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 충청대
학교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파도의 기류를 올라타 
더 많은 무한 기회를 만들어가며, 새 시대 명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wer UP



해결합니다.
최상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
하고 최상의 길을 안내하는
명품인재의 양성소로 기억되
겠습니다.

분명히 상상하고 꿈꾸는 큰 
미래, 뜨거운 세계를 가슴으로 
품으세요!

기회의 땅은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도 이 땅도 
아닌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
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최적화하여 글
로벌 현장학습과 교환학생, 
그리고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lution



잘 나가는 사람, 잘 팔리는 물건, 잘 만드는 곳, 모두
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과 과정, 그리고 끝
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대학교는 학생 
한명 한명의 교육과 진로, 그리고 취업의 완성까지
의 전 과정에 전인격적이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전
문가로 만들기 위해 오늘을 내일에게 물으며 보다 
진취적인 교육과 꼭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갑니다.  

잘 나가는 나! 더 잘 되는 취업 비결!

생동!

국제교류 프로그램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ㆍ글로벌현장학습 (해외인턴십)
   해외 기업에서 실무도 익히고 학점도 이수

ㆍ교환학생프로그램
   중국, 일본, 대만 등 교류대학에서 수강

ㆍ어학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
   방학 중 4주간 말레이시아에서 어학연수와 자원 봉사 실시

교환학생프로그램

글로벌 현장실습

어학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

ㆍ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
   학기 중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영어(영어회화, TOEIC) 교육

ㆍ영어캠프
   방학 중 원어민에 의한 영어회화 및 TOEIC 집중교육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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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UP



Always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ON입니다.

끊임없는 미래 특성화대학
교의 본(本)이 되는 가치
창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명품인재 양성으로 세상의 
큰 시너지를 만들어가겠습
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큰 꿈에 
가장 든든한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충청대학교와 인연을 맺는 
그 순간부터 특성화 전문대
학과 산학협력선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혜택들을 제공
해드리며, 인연의 시작에서 
성공의 끝까지 언제나 한결
같은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빛나는 내일을 향한 든든한 동행 !

출발!

입학에서 취업까지 맞춤식 진로지도

학생과 기업이 OK할 때까지

성공취업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취업중심 대학, 교육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입학과 동시에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수행
·취업진로 상담실을 운영, 취업 전문컨설턴트의 개인별 맞춤 취업지도
·1대 1상담, 그룹상담, 모의면접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 강화 
·LG화학, SKC, SK하이닉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산학협력 및 주문식교육 협약을 체결, 취업준비특별반을 상시 운영

입학부터 취업까지 준비단계-역량개발단계-구직단계-사후관리단계 등
4단계 집중관리를 통한 취업지원
·취업컨설턴트를 통한 상시 진로취업상담 지원
·취업캠프를 통한 집중적인 취업역량강화 지도
·취업마인드 고취, 입사지원서 완성 등 맞춤식 취업특강 운영
·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식 특별 취업프로그램인 취업준비특별반 운영
·영어권 및 일본 취업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인 해외취업반 운영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면접경진대회 운영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및 실시간 구인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시스템 운영
·모바일 및 PC를 통한 시공간 제약을 없앤 실시간 모의면접 훈련시스템 운영
·지역 내 대기업 및 우수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기업채용설명회 시행

취업준비특별반
·대기업 및 우수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특별교육 시행
·취업특강, 취업캠프, 직무적성검사 교육, 개인별 클리닉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합 취업역량 강화
·취업컨설턴트 및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통한 개별 지도 시행
·참여자는 대기업 및 우수중소중견기업 취업추천 시 우선선발

해외취업반
·영어권 및 일본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방과 후 및 방학 중 영어 및 일본어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 시행
·학과와 연계한 개인별 전공을 살린 해외취업 지원
·월드잡플러스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지원 및 취업후 사후관리 지원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최고수준의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1,500여 산업체와의 산학네트워크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가 양성
·학과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 매년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교과
    과정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현장실습형 커리큘럼과 첨단 기자재를 통한 실무형 학습체제를
    구축,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명품인재 양성

우리들의 취업은 막연한 상상이나 두려움의 대상
이 아닙니다. 충청대학교는 시선을 끄는 인재, 꼭 같
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기
업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맞춤형 
대학 충청대학교는 학생중심, 교육중심, 취업중심 
대학으로 내일의 내 일(Job)을 완성하는 ‘당당한 나’
를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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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UP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을
일과 미래의 희망을
연결해갑니다.

작은 물줄기가
거침없는 행보로
큰 세상과 만나 듯

충청대학교는 
여러분들의 미래 
성공취업을 위해 
작은 필요도 놓치지 
않고 명품, 일품 전문인으로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안전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꿈을 이루는 곳, 취UP OK!

바이오테크·뷰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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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스마트 엔지니어링

휴먼 케어

헬스 케어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호텔외식조리전공)

식의약품분석과
미용예술과

건축과
경찰행정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도시건설정보과
항공보안과
소방안전과
군사학과
경영회계과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전기전공)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자동차전공/항공정비전공)

생명화공과
품질경영과
보건3D프린팅정보과
컴퓨터전자과
방송영상콘텐츠과
시각디자인과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항공관광과
사회체육과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ㆍ바리스타전공/일본어통역전공)

실용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실용댄스전공)

간호학과
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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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엔지니어링계열은 기존 전통 제조(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항공, 화학 등)분야에 스
마트융합기술(코딩, IoT, 빅데이터, 3D, 클라우드, 인공지능, AR/VR)등을 융합하여 모든 제
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컴퓨터통합제조’(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를 배우고 체험하는 계열입니다. 사물(부품)과 사물(기계)이 서
로 소통하고 생각하는 지능형 공장을 위한 기초 SW(코딩)교육, 센서(sensor), PLM, IoT, 
MES, CPS 기초 등을 배워 글로벌 혁신기업(Apple, Simens, Adidas, 미쓰비시, GE, 포스코, 
LS산전 등) 들이 추구하는 ‘공장 스마트화’의 주역을 육성, 배출합니다.  

스마트 엔지니어링
Smart Engineering



기계설계전공 - 살무인재양성을 목표로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즉각
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

자동차전공-자동차관련 이론과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산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항공정비전공-항공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실무 맞춤형 항공정비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항공정비과정(1년)과 연계한 교
육을 통해 4년제 학위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전문기술 교육, 창
업ㆍ전공 동아리 활동, 국가기술자격 취득, 실질적인 산학협력 등을 통
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으로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배출하는 
최고의 학부

취득가능 자격증

반도체장비전공
전자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
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등

전기전공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등

취득가능 자격증

·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메카 
  트로 닉스산업기사 등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손해사정사, 진단 평가사 등 
·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면허,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반도체장비전공
반도체, 전자제품 및 2차전지 관련업체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
학, LG디스플레이, 동부하이텍, 스템코, 현대모비스, LS산전, ITM반도
체, 한화큐셀 등

전기전공
전기관련 설계·공사·안전관리 업체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
시스, LG디스플레이, LS산전, 유한양행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기계설계전공 - 기계, 자동차 분야 관련 기술직 공무원 및 전문직, 공
작기계, 로봇, 항공기 및선박 등의 설계 및 제조분야, 의료기기를 비롯
한 첨단 기계장비의 설계 및 제조분야, 반도체 제조 및 검사장치, 물류 
자동화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개발 분야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자동차전공 - 국내 및 해외자동차회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생
산회사,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손해보험회사, 신차 및 중고차인증 
및 매매분야, 육군기술 부사관, 대기업 시설보수 및 유지, 각종 생산 
분야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항공정비전공 - 항공정비분야, 항공기 제작분야, 무인소형항공기 설
계·제작조종분야, 공장자동차(PLC)분야 프로그래밍, 유공압설계, 전
자기계항공 융합산업분야, 그 외 육군3사관 학교 등

학과 특색
ㆍ대기업 취업은 물론 지속적인 취업률 최상위 학부

ㆍ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10개의 실험실습실 구축

ㆍ1인 1자격을 위한 철저한 자격증 취득 교육

ㆍ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등과의 취업보장 주문식 교육

ㆍ4년제대학(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등)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무시험 편입

학과 특색
기계설계전공 - 기계산업의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신의 3차원 
설계프로그램 및 장비를 이용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즉
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

자동차전공-국내 유명 자동차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스마트한 전자제어 및 친환경 자동차의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최고수
준의 자동차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항공정비전공-인문계 고등학교 항공정비 직업과정, 정규 2년제 전문
대학과정, 학점은행제의 항공기조종사과정, 항공기정비사과정등의 
맞춤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전기전자학부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 자동차전공 / 항공정비전공전기전공 / 반도체장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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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전통의 전국 유일학과 / 최근 수년간 대기업 및 전공관련 순수 취
업률 충청대학교 최상위학과 / 품질경영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합격률 
전국대학교 중 최상위 / 위력적인 취업 돌파력 / 다양한 업종(자동차, 전
기 / 전자, 기계, 화공, 반도체, 화장품, 제약, 식품업종 등)에 취업 가능 / 
모든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에 품질경영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석유를 출발물질로 하는 석유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근간으로 인간생
활에 유용한 에너지 제공 및 다양한 화학제품을 대량생산 하는 기술에 관한 
전통적인 화학공학에 근래의 기술트렌드인 인간의 삶의질 제고를 위한 생
명공학기술과 신재생 에너지기술을 일부 접목한 첨단융합학과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화공 및 세라믹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열관리

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가스

취득가능 자격증

· 품질경영산업기사

· 물류관리사

· OA 관련 자격증

· ISO9000 / 14000국제 품질인증심사원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제약업체 - 합성의약품, 그린바이오 및 레드바이오 업체

화장품업체 - 천연 및 합성화장품, 생활용품제조 업체

에너지 관련업체 - 정유 업체, 연료전지 및 태양광 업체

정밀화학 업체 - 도료, 안료, 시약 제조업체

신소재 업체 - 신소재, 합성수지

그 외 기업체 - 반도체, 환경관련, 가스관련 업체

화공기술직 공무원 및 4년제 대학편입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공기업, 대기업 중견 · 중소기업의 제조관련 업종

· 물류 창고업과 같은 유통 및 서비스업

·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품질관리, 품질보증, 생산관리

· 구매 / 자재관리, 창고 / 물류관리, 서비스경영 등 다양한 부서 등

학과 특색
우수한 취업여건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
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와 근접

높은 취업률
충청대학 내 최상위권 취업률 및 유지율

최상위권 취업보수
2년제대학 내 최상위권 초임연봉

최고의 경쟁력
중부권 유일의 2년제 화공과

학과 특색
"취업기회 정말 많은 학과인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

· 전국 유일의 품질경영 특화학과로 28년의 전통

· 전국 전문대학중 국가자격인 품질경영산업기사를 가장 많이 배출

·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이다.' 라는 개념하에 완벽한 자격증 취득 준비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다양한 업종(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
  화공)에 전공을 살려 취업가능

·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도 품질과 생산과목, 기업이 취업을 의뢰하는
  분야도 품질 생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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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공과 품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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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전자 및 컴퓨터 
관련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졸업 후 전자 및 컴퓨터 분야의 산업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현장적응형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졸
업생들은 전자, 통신 및 S/W 관련 산업체에서 중견 기술인으로서 활
동하고 있습니다. 

보건ㆍ의료 3D 프린팅 융합 전문가 육성!
- IT융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 
-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기술
   => 3D 프린팅

취득가능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민간자격증

3D프린팅마스터 1,2급, 3D프린터조립전문가 1,2급
3D프린팅전문교강사 1,2급

국제자격증

TSCP-3D Printing

취득가능 자격증

· 전자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통신 산업기사

· 임베디드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의료분야
바이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병원

문화산업분야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체, 영화 애니매이션 특수소품, 토이산업

교육분야
3D프린팅 산업기술 교·강사

일반기업

3D프린팅 서비스 기업, 제조업체, 창업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반도체 분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기업 협력

전자제품 제조 분야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솔 LCD, 대기업
협력사

디지털가전제품 서비스 분야
삼성전자서비스, LG전자서비스

생산설비 유지관리 분야
LG화학, 녹십자,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메디 톡스, 스템코

정보통신 분야
성창통신, 아이티아이에스

학과 특색
ㆍ창의와 감성 기반의 3D융합기술의 습득

ㆍ보건·의료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전문 프로그램 운영

ㆍ3D프린팅 지역센터 연계교육(특화산업 : 의료기기)
ㆍ정보통신부 SW미래채움사업 연계(사업비 : 70억원)

    3D프린팅 기술은 IT융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최첨단 기술로서 보건의료, 방위/항공
    자동차,  소비재 , 일반제조 등 다양한 응용 산업에 적용

학과 특색
·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마트한 학과

· 졸업 시 전자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학과

·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와 편입 연계협정으로 무시험 편입이 가능한 학과
· 대기업 근무경력의 전임교수 비율이 높은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

· 전임교수 강의시간 비율이 높아 고품질의 교육이 보장된 학과

· 최신의 다양한 실습 기자재 보유로 알차고 즐거운 실습이 보장된 학과

· 전자, 컴퓨터, 통신 관련 대기업 및 협력사 취업이 가능한 학과

· 해외 IT 봉사의 기회가 있는 학과

보건3D프린팅정보과 컴퓨터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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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의 아름다운 CF의 한 장면처럼.. 
1시간의 눈물나는 슬픈 드라마 처럼.. 
2시간 30분의 감동적인 한편의 영화처럼...
나의 열정적인 Life Story를 만들어 가는 곳!
충청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과!

취득가능 자격증

· 사진기능사

· 드론지도사 2급

· 한국 영상전문인 2급
   (촬영/편집)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취업 ※각 분야의 연출팀, 촬영팀, 작가, 편집팀, 음향, 조명팀

1) 방송분야/ 방송사, 방송프로그램제작 프로덕션 등    

2) 영화제작분야 / 영화 제작사 등 

3) 온라인분야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마케팅 리서치 관련회사 등

4) 광고홍보분야 / CF 프로덕션, 언론 및 공공기관 기업체의 광고
    홍보부서, 이벤트 프로모션 등  

5) 기타 사진,영상제작분야 /뮤직비디오 제작사, Photo studio등 

편입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상제작관련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 신문
방송학과, 광고영상제작, 연극영화과 등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가
능. (연계대학)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서원
대학교, 우송대학교, 중원대학교

학과 특색
· 창의·인성·융복합 교과목을 통한 교육특성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 양성.

· 방송영상산업의 영상컨텐츠 제작 및 SNS홍보마케팅, 1인미디어
  방송 등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 제작인력 및 개인 창업인력 양성.

· KBS, MBC, CJB등 서울, 경기 및 충북지역 방송국, 신문사와 30여개  
  영상콘텐츠 제작 업체와의 산학연계프로그램을 실시

· 학업성취도와 취업적응력 향상을 위해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

· 방송 및 광고 분야 제작경력 20년 이상의 실무중심 교수진들로 구성

· 영상제작의 기초인 사진 자격증을 교과목으로 편성, 학과경쟁력향상
  증진.

스
마
트
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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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하나 되는 세상! 충청대학교 시각디자인과가 추구하
는‘Designship’의 세상입니다. ‘나’를 디자인하고, ‘정보’를 디자인하며, 
나아가서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수요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현장 맞춤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디자인실기교사, GTQ(그래픽기술자격),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시각디자인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포장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능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편집디자인 분야

포스터 브로슈어 등의 인쇄매체 디자인

웹디자인 분야

웹 페이지디자인, HTML 코딩, 웹 퍼블리싱

아이덴티티디자인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포장디자인

게임그래픽 분야

임 캐릭터·배경·아이템 원화 2D디자인,

학과 특색
4개의 교과목 로드맵 운영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게임그래픽 분야를 위한 
기초, 응용, 심화과정의 커리큘럼 운영

충청대학교 유일 입시전형_학생부60+면접40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한 입학 기준.

디자이너로 취업하고

편집기획 및 디자인, 광고디자인, 기업 홍보실, 옥외광고 디자인, 포
장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및 상품개발, 웹디자인, 웹에이전시, 인터넷 
쇼핑몰, 인터페이스디자인, 초 · 중등 실기교사 등

디자인과로 편입하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시각광고디자인전공(연계협약), 청주대 시각디
자인전공, 대전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한남대 디자인학과, 호서
대 시각디자인전공, 우송대 테크노미디어융합학부 등

디자인과로 유학가고

‘90 윤** 일본 쭈구바대학 산업디자인과(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디자
인과 교수), ’96 백**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그래픽디자인과(현
재 충청대학교 겸임교수), ‘06 조**, 추** 대만 건국과학기술대학교 
상업설계과

방송영상콘텐츠과 시각디자인과

우리가 만든 영상물을                    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에 “충청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과”을 입력해 보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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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
Smart City

스마트시티란 기존의 다양한 도시시설(건축물, 토목, 다리, 신호등, 공원 등)들을 첨단 정보
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복잡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똑똑한 도시’(smart city)를 말합니다. 도시 생활 속
에서 유발되는 범죄, 보안, 안전 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계열에서는 기존 도시건설,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학과 등과 소방안전, 항공보
안, 경찰행정, 경영회계 등이 융합하여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배우고 익혀 미
래 스마트시티 구축의 핵심인력을 배출합니다. 



스
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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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to 건축, Run to 취업
깊이 있는 실무교육! 현장실무중심 3년제 교육과정 운영
28년의 전통! 충북 전문대학중 첫 번째인 1991년 개설
전국 A+등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전문대 건축과 평가
취업 또 취업! 취업 중심의 학과운영을 통하여 높은 취업률 달성

취득가능 자격증

1인 2개 자격 취득지원
건축 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감리사무소, 건축구조사무소, 종합건설회사, 전
문 건설회사, 건축설비관련업체, 건축자재회사, 인테리어사무소, 건축
직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소 등

학과 특색
· 현장 실무 중심의 3년제 교육과정 운영
· 10개의 첨단 실습실로 다양한 실무교육
·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기사 특강 운영
· 50여 산학협동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장학금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장학금 두둑! 50여 산업협동업체의 산학장학금 특별지원

자격증 TOP! 스파르타식 집중교육으로 1인 2개 자격증 취득지원

3년제 3년제

경찰행정과에서는 오로지 공무원 합격만을 생각합니다. 대학 - 교수
-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전념합니다. 멋진 꿈,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정교한 필승전략과 함께 합니다. 전혀 새로운 합격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평생직장을 향한 행복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한자, ITQ, 정책분석평가사 2급, 행정관리사, 무도, 경비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신변보호사, 한국실용글쓰기, 한국사능력검정고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경찰공무원(순경)
· 9급 행정직(국가 및 지방)
· 9급 검찰사무직 & 법원공무원

· 9급 교정직

· 9급 교육직

· 9급 소방직

· 9급 사회복지직

· 변호사 사무실

· 경비지도사

· 대기업 중소기업(인사 / 총무 / 기획)

학과 특색
· 철저한 수험대비 프로젝트(모의고사실시)

· 온라인 에듀스파(박문각) 연계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모의고사, 동영상 무료, 수험정보제공 등)

· 경찰행정과 전용 정독실 확충(쾌적하고 자료가 풍부한 공부 환경)

· 도청 · 시청 · 법원 · 교도소 등 공공기관 체험학습(견학)

· 흥덕경찰서와 연계한 지구대 실습프로그램 운영

· 졸업 후 전공심화(1년)연계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자치경찰제 시행예정으로 2만 여명 신규 자치경찰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해 수업함

· 태권도(무도) 실습수업과 이론수업의 적절한 병행

건축과 경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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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건설 기술을 활용 
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스마트시티를 건설하
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과는 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사회기반시설 분야, 도시계획 · 설
계 및 공간 정보 분야에 실무 적응력이 탁월한 중견 기술인 양성을 교
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측량 및 지형 · 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재료산업기사, 지적
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실내·외 공간을 기능적이고 미적인 공간으로 창조할 있도록 조형실습과  
공간디자인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여 실무형 인테리어디자이너를 배
출하고자 합니다. IT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스페이스 디자인을 위해 첨단 
기자재를 사용한 실무 프로젝트식 수업과 단계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전공동아리 활성화와 산업체와의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미래공간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실내건축 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디자이너, 건축산업기사, 컬러
리스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ATC 기술자격 1, 2급 (CAD), 가구
설계제도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컬러리스트기사, ATC 기술자격 1, 2급 (CAD) ,가구설계제도사, 전산
응용건축제도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전문실내건축회사

· 전시공간디자인회사

· 전문시설물유지보수회사

· 건설회사

· 인테리어사무소

· 가상공간디자인사무소 
· 3D 모델러

· 건축설계사무소

· 리모델링회사

· 건축자재회사

· 공공디자인사무소

· 실내건축그래픽전문회사

·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 가구회사

· 조명회사 
· 무대디자인

· 방송국디자이너

· 인테리어스타일리스트

· 디스플레이설계

· 건축공무원 
· 기업체 디자인 연구원

학과 특색
첫째, 최첨단실습으로 IT 기술융합교육! 
미래 유망직종 8가지 중 가상공간디자이너, 3D모델러선정!
둘째, 취업률 100%에 도전!
실내건축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로 산학협력체결하여 현장실습 및 취
업 활성화 
셋째,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학과평가 A+등급!
학과평가 A+등급획득 및 LINK, 평생직업교육대학 명장 프로그램 선정
으로 실무연계형 각종 특성화된 심화 프로그램  운영 
넷째, 도내 유일의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공 심화과정 1년 이면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여 대학원 진학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GS건설 - 12학번 김**
· 한화건설 - 06학번 임**
· 농어촌공사 - 08학번 정**
· 새한항업 - 12학번 박** 외 2명

· 성안기술단 - 12학번 정** 외 1명
· 홍익기술단 - 10학번 김** 외 1명
· 인성종합건설 - 11학번 박** 외 1명
· ENG정보기술 - 13학번 주**
· 외 다수의 건설업체로 취업

학과 특색
선도적인 산학협력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지역의 100여개 건설업체와 산학협력을 시행
하고 있어 다양한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우수학과선정[A+]
충청대학교 도시건설정보과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학과 평가에서 전국 45개 도시 및 토목관련학과 중 1등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독보적인 전임교수 확보율
총 6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여 전공분야별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동아리 활동을 통한 취업지도
전공분야별 지도교수와 기술사등 산업체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술발
표회,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며 전공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경쟁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억원의 학과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산학협력 건설사로
부터 학과장학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각종 도시건설정
보현장을 견학하여 실무감각을 익히며, 도시건설정보과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무척 친밀합니다.

인테리어디자인과 도시건설정보과

18ㅣ2020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3년제



스
마
트
시
티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등)의 항공보안 분야의 취업은 물
론 삼성S1, 휴먼TSS, ADT캡스등 일반 보안 분야에도 높은 취업률을 자
랑하는 명문학과로 정규 항공보안 인재양성 전문교육기관이며 인천국
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특강과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철저한 실
무중심의 교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경비지도사, BLS(기본인명구조), 무도1단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보안검색요원, 특수보안요원

· 첨단산업체

· 국가중요시설

  (대전, 정부세종청사 등)

· 항공사

· 해운항만

학과 특색
· 충청대학교 항공보안과는 200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 개설된

  항공보안과로서 정규 항공보안 인력양성 전문기관이다.
· 교과과정으로는 보안검색 실무, 항공보안실무, 항공보안법, 경호학,
  항공 테러 등을 교육을 하고, 더불어 무도(합기도)도 정규과목으로 되어있다.
· 졸업후 진로는 인천, 김포, 제주, 청주 공항등은 물론 S1, 휴먼TSS, ADT 
  캡스 등 산업체 보안분야, 대전 ·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주요시설에 취업

   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과 산학협동운영으로 견학

  / 특강과 취업에도 연계하고있다.

최근 각종 시설물이 고층화, 대형화, 지능화 되고있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방공무원 채용 
확대 및 각종 기업체의 소방전문인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소방 안전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적응형 소방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득가능 자격증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
사, 가스산업기사 등 학과 졸업 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부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소방공무원 
·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 LG화학 방재센터 
· 하이닉스 반도체 방재센터 
· 삼성 방재 안전센터(기흥, 수원) 
· 국영기업 및 대기업체 안전팀 
· 소방시설 설계업체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소방설비 생산업체 
· 화재감식(경찰청) 
· 소방안전관리자 등 
· 소방간부 후보생 
· 소방설비 관리업 
· 소방안전 관련단체

· 소방시설 공사업체

학과 특색
소방 시뮬레이터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
지기 테스터, Water테스터, 열감지테스터, 연기감지기시험기, 차압
계, 불꽃감지기, 산소농도계, 제연설비

주요교과목
ㆍ소방학개론 
ㆍ소방관계법규 
ㆍ소방전기회로

ㆍ소방유체역학 
ㆍ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ㆍ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항공보안과 소방안전과

 ㅣ19충청대학교 내일의 내 일(Job)을 만듭니다.



충청대학교 군사학과는 국방관련 지식과 사무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육·해·공군의 간부를 희망하거나 기타 산업체의 관리직을 희망하는 학
생들을 위한 학과이며, 특히 국방행정, 군사기술 및 국방의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무도단증, TOICE, 간호조무사, 수상인명구조원 및 수상인명구조 강사, 
일반응급처치강사 및 전문응급처치강사, 네트워크관리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ITQ엑셀/액세스/파
워포인트/한글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각 군 및 해병대의 부사관 임관

· 군관련 업체 및 군무원 

· 장교임관을 위한 육군3사관학교 편입

· 의료기관의 전산/사무/행정직, 병원간호조무사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의 사무행정직 

· 정보통신 방위산업체, 경찰 사이버 보안팀

· 기술행정부사관(여군포함),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요원

· ICT관련 대기업, 네트워크 설계 및 유지보수 산업체

· 일반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편입

학과 특색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 임관

· 각 군의 전투부사관, 기술행정 부사관

· 사이버정보통신부사관, 의무부사관

· 군무원

일반행정/산업체/공공기관

· 일반병원 간호조무사

· ICT관련 대기업, 산업체

육군 3사관학교 진학후 장교 임관

· 육군의 제 병과 장교로 임관

4년제 대학교 편입

· 군 관련학과 편입

· 의료행정 관련학과 편입

· ICT관련학과 편입

경영회계과는 공·사 기업체의 경영관리 및 회계·세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현장맞춤형으로 학습하는 취업중심의 학과이며, 4,500여명의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후배의 취업을 이끌
어주는 전통의 학과이다.

취득가능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가공인전산세무회계, 재경관리사, 회계정보 운
용사, 투자상담사, 유통관리사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공·사 기업체

· 은행 및 보험회사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 2금융권

· 컨설팅 회사

· 회계법인 및 세무사 사무실

· 유통 및 광고회사

· 중소기업 자재 및 노무관리

· 세무공무원

· 증권회사

학과 특색
· 충북 전문대학 중 유일한 경영·회계 전공 학과

·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홍익대학교와의 연계교육협약에 의한 4년제 
  대학 무시험 편입가능 학과

· 대학 3,4학년 과정을 자체 개설[전공심화과정] 하여 경영학사 취득이 
  가능한 학과

· 전임교수 전원 2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보유한 학과

군사학과 경영회계과

20ㅣ2020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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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re 

휴먼케어는 전인적 인간성장을 돕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육, 교육, 
복지, 여행,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실현합니다. 이미 이 분
야는 정부의 핵심 정책영역인 동시에 민간시장의 핵심 가치창출분야입니다. 
휴먼케어계열에서는 아동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항공관광, 호텔바리스타, 일본어, 실용
음악, 실용댄스 등 보육 및 교육과 복지, 여가뿐만 아니라 최근 K-pop 한류문화를 이끌고 있
는 음악과 댄스 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보육과 복지를 책임지는 충북 유일한 3년제 학과로서 영유아의 꿈과 행
복을 키워주는 전문보육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는 따뜻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보육 및 복지전문가로서 갖
춰야 할 올바른 품성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교육합니
다. 아동발달전문가 및 사회복지사가 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마래가 
될 아이들을 지도해줄 따스한 감성을 지닌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4년제 대졸자와 동일)
어린이집(국공립 / 직장 / 민간 / 가정),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종합지원

센터 및 어린이회관 보육전문요원, 영유아교육 관련 업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특수보육교사) 자격

보육시설 내 특수교사,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4년제 대졸자와 동일)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지역 사회복지관), 보육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과 특색
영유아를 위한 선생님과 원장의 꿈 설계

졸업 후(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졸업 후(년)

졸업 후(년)

실무 1년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중심!
36년 전통의 충청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미래의 주역인 유아들이 풍부한 
감성과 바른 인성을 지니고 해맑게 자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참된 지식
과 소양을 지닌 전문적인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2급(4년제 유아교육과와 동일)
· 보육교사 2급(4년제 유아교육과와 동일)
· 동화구연지도사, 북아트지도사, 친환경생태교육지도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사립유치원 운영 및 유치원 교사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 국공립 유치원 교사

· 동화작가 및 유아교육 관련 출판사

· 유아교육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머

학과 특색
· 유치원 2급 정교사 및 보육교사 2급 동시 취득
   (4년제 유아교육과와 동일)
· 전문교육을 통해 유아교사로서 철저한 교육관과 기본적인 자질 확립

· 유아교육현장과 연계한 교육실습을 통해 유능한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 함양

· 1인 1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공역량 강화

보육교사
2급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통합
및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 2급 사회복지시설 복지사 센터장 / 시설장사회복지 2급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애 통합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원장

직장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 졸업 후 진학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원장경력 5년 이상이면 국공립
      또는 직장 부설 어린이집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회복지사의 꿈 설계

사랑을 실천하는 장애특수보육교사의 꿈 설계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상담을 돋는 통합 보육교사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3년제 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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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사회복지사 관련 직업이 미래의 유망 직종 1
위가 될 것으로 전망. 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과거에 가정에서 수행했던 아동과 노인에 대
한 보살핌을 사회에서 맡아주어야 하기 때문. 미래사회의 사회복지에 대
한 수요와 공급의 증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4년제 대졸자와 동일)
· 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실버코칭상담사, 요양보호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사회복지시설(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및 쉼터, 성폭력상담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방과후교사

학과 특색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실무교육

학사학위 4년제 운영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가능

다양한 동아리 활동
공무원시험동아리, 율동동아리, 자원봉사동아리 활성화      

충청대학교 항공관광은 하늘과 세계를 향한 우리의 소중한 꿈에 날개
를 펼치는 그날까지 소수정예의 프렌드리 교육으로 감동을 드립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항공예약발권자격증 (CRS),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 (TC: Tour 
Conductor), 비서자격증, 국가공인 SMAT 자격증, 심폐소생술자격
증, 조주기능사자격증, 와인소믈리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국내 및 국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 국내 및 국외 항공사 공항 여객운송직

· 대기업 그룹 리조트 및 테마파크

· 국제 브랜드 특급호텔

· 공항 및 국제 면세점

· 기업체 비서 및 병원코디네이터

· 대기업 여행사

학과 특색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항공관광과는 소중한 사람들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교육과 1 대 1맞춤교육을 통하여 실무 및 이론을 겸비한 항공관
광 서비스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배
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항공관광과

 ㅣ23충청대학교 내일의 내 일(Job)을 만듭니다.



호텔·바리스타전공에서는 호텔 각 부서의 업무를 익히는 호텔직무 교육
과 커피바리스타 업무 교육을 실무 위주로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을 듣다보면 모든 재학생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 서비스인의 기본자세를 갖추게되고 바리스
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 호텔서비스사

· 바리스타

· 조주기능사

· 호텔관리사

· CS리더스

· 국내여행안내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호텔리어

· 바리스타

· 리조트

· 호텔 바 또는 칵테일 바 바텐더

· 와인 소믈리에

· 호텔 및 공항 면세점

· 외식산업체

· 이벤트기획

· 국제회의 기획

· 병원코디네이터

· 항공사 지상직

· 4년제 대학 편입 등

학과 특색
전임교수와 현직 호텔리어로 구성된 강의진이 프런트 데스크와 레스
토랑을 중심으로 호텔 각 부서의 업무를 익히는 실무수업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커피 수업을 통해 재학생의 졸업 전 바리스타 자격
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전문 호텔리어를 육성
한다.

사회체육과의 목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우주환경과 인간과의 
철학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근
거, 방향, 방법을 제시한 체육 · 스포츠 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기를 습
득 하고 실천적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 하고,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
하는 유능한 사회체육지도자를 육성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취득가능 자격증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건강
운동 관리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체육 실기 교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수상인명구조원, 스포츠 맛사지, 태권도, 합기도 승단, 유아체육 지도자 자
격증, 스킨스쿠버, 스키강사, 퍼스널 트레이너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충북체육회 및 시 · 군 체육회

· 충북장애인 체육회 및 시 · 군 체육회

· 경찰

· 실기교사(기관제교사)
· 직업군인

· 생활체육 스포츠강사

· 전문체육 생활체육지도자

· 태권도, 합기도, 검도 체육관 사범 및 관장

· 스포츠 센터

학과 특색
· 1993년 사회체육과 개설(24 년)현재 약 1100명의 졸업생 배출

· 국가자격 3급 생활체육 지도자연수원 17년간 운용

· 학과를 대표하는 종목별(합기도, 태권도, 에어로빅) 시범단 운영

· 실기시범을 통한 작품발표회 매년 개최(25회)
· 우수선수 육성 사업추진

· 지역사회, 체육 관련 행사에 참여 인성과 품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

· 국가자격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체육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 체육실기 교사자격 취득(초 · 중등교육법 21조 제2항 2호 자격 의거)
· 1인 4종목이상 체육관련 자격증 취득

· 1인 2종목이상 종목별 심판자격증 취득

항공호텔관광학부

사회체육과 호텔·바리스타전공

24ㅣ2020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휴
먼
케
어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능숙한 일본어 구사력을 기르고 통·번역 및 현장
실무 능력이 뛰어난 전문직업인으로 국제경쟁시대를 선도할 우수인재를 
양성합니다. 한국 최다 5개 일본자매대학과 교류하며 재학 중에 높은 교
환유학 파견률을 자랑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일본계기업 취업은 물론 일
본대학 3학년 편입, 일본 현지취업 등 당신의 희망찬 미래개척을 서포트
하는 종합 일본어 플랫폼 학과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ㆍ일본어 번역사 
ㆍ관광통역안내원 
ㆍ관광안내원 
ㆍSJPT인정서

ㆍJLPT(일본어능력시험)인정서 
ㆍJPT인정서 
ㆍ일본정보처리
ㆍBJT(비즈니스일본어테스트)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일본 취업
공항지상직, 종합사무직

국내기업
대기업(삼성,LG,SK 등), 일본계 기업, 오창과학단지, 호텔, 공항면세
점, 백화점, 통번역사, 여행사

편입
일본대학 
자매대학 3학년 편입,2년후 4년제 학사학위 취득
→일본현지 우수기업 취업

편입 
국립대학(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사립대학교(상명
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청주대학교 등)

학과 특색
연간20명 일본 자매대학 교환유학
일본내 5개 자매대학에 한 학기~1년 코스로 교환유학 파견

국비지원 장기 일본인턴쉽
교육부 및 고육노동부 주관 국고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연수도 
받고 학점도 취득

일본문화체험
하계 · 동계방학은 일본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힙니다.

높은 자격증 취득율
1학년 JLPT N2 / JPT 650, 2학년 JLPT N1 / JPT 850 취득 목표

특화된 취업 전략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일본현지 및 국내 일본계 기
업취업

보컬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가요, 팝, 재즈, 랩 등 다양한 장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여 전문 보컬뿐 만 아니라 교육자(트레이너)로서
의 능력을 키워주며, 졸업 후 보컬트레이너 2급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기악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재즈피아노, 색소폰)
음악의 다양한 언어와 양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
하고 분야별 실기 교육을 심화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연주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실용작곡 (MIDI, 송라이팅, 오케스트레이션, 레코딩)
체계적인 화성학 이론을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아이디어를 발
전시키도록 하며, 최고수준의 미디실과 녹음실에서의 실기를 바탕으
로 창의적인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줍니다.

공연기획/연출
기본적인 이론교육을 토대로 다양한 공연 장르에 대해 개인이 직접 
기획/연출을 실습하여 공연제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 공연기획/연출자를 양성합니다.

K-POP
가창력, 댄스, 이미지 메이킹을 기본으로 한 전문교육과 다양한 실습
을 통해 능력있는  K-POP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보컬트레이너 1.2급 자격증, 컴퓨터음악 (MIDI) 지도자 1·2급 자격
증, 밴드앙상블 지도자 1,2급 자격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콘서트 기획사, 음악관련 단체 공연기획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등학교 실기교사, 교향악단, 합창단, 뮤지컬, 악단단원, 음악관련 공
연연출자, 음악학원 및 교습소, 개인 실기교사

학과 특색
· 4년제 학사학위과정

· 졸업 후 석사과정 진학 가능

· 스튜디오 레코딩 및 실무를 통한 심화학습

· 4년제 과정을 통해 전문 뮤지선 양성을 목표

시설 및 장비 소개

미디실녹음실 앙상블실

항공호텔관광학부 실용예술학부

일본어통역전공 실용음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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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능 자격증

실용댄스 지도자 자격증, 생활무용 지도자 자격증, 유아무용지도사 자격증
댄스스포츠 전문지도자 자격증, 문화예술사 자격증(무용)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전문무용가, 안무가, 교육자, 방송국 무용단단원, 뮤지컬 무용단원, 문
화관련 단체 및 기관운영, 문화예술 산업종사자, 연출기획자 ,대학원 
진학, 엔터테인먼트 안무가 및 트레이너, 백업댄서, CF 및 뮤직비디오 
촬영, 공연기획자, 댄스 대회 연출자 등 

학과 특색
전공심화를 통하여 충청대학교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
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졸업후 ,석·박사 과정 진학과 다양한 실무 및 
공연을 통한 전문 예술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용예술학부

K-POP 댄스
많은 K-POP 가수들의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안무가들로 이루

어진 교수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초교육 시작으로 실기 중심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의 역량 및 전문가로서 활동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스트릿댄스
힙합, 비보이, 팝핀, 왁킹, 하우스, 얼반 등 스트릿 댄스의 다양한 장
르에 대한 이해와 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창조적인 움직

임과 신선한 변화를 추구하여 프리스타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성 
있는 교수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연 기획, 해외 유명 댄서들과의 
교류로 춤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전통/모던댄스
신체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 이외에도 무용의 기본인 한국무

용, 밸리댄스, 재즈댄스, 현대무용 등 다양한 활동 영역을 넓히기에 
충분한 과목과, 트렌디한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21세기형 예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댄스스포츠
기본이 되는 에티켓을 비롯하여 댄스스포츠 이론과 역사에 대해 학습

하고, 댄스스포츠 스텝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도해 및 안무법을 익힙

니다.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 댄스스포츠에 관한 전문가, 선수 및 지역사회 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의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실용댄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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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케어
Health Care

헬스케어란 인류의 영원한 꿈인 무병장수와 생명존중를 위한 예방, 치료, 간호, 관리를 포함하
는 분야로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소득증가, 고령화, IT의료기술의 첨단화 
등으로 정부정책은 물론 관련 민간기업 분야에서 폭풍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계열에서는 간호, 치위생, 응급구조, 보건행정, 의료미용 등 다양한 학과들이 상호 협
업과 융합교육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월등한 헬스케어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공중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 능력
을 배양하며, 환자상담 및 병원경영관리자로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유
능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 치과위생사 면허증

·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 병원경영관리자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치과 병·의원

· 종합병원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 심사부)

학과 특색
· 충북권 최초의 치위생과이자 국시 합격률, 취업률 일등의 자부심

· 최신식 실습실과 다양한 기자재 보유

· 맞춤인재양성을 위한 NCS 교육 강화

·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적응력 뛰어난 치과위생사 배출 

· 세치식, 치과위생사 선서식, 학술제 등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 및
  성취도 고취

· 치위생 관련 분야 인사 초청 특강 활성화

· 기업체 의무실

· 교육기관

· 프리랜서(교육 및 컨설팅)
· 기타 구강관련업체 등
  (3M, GC, 오스템, LG생활건강 등)

교육이념
- 성실 · 협동 · 창의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창조적
  간호전문인 양성

교육목적
- 인간존중과 안녕촉진을 실천하는 간호인 양성
- 과학적이며 전문가적 가치관을 지닌 간호인 양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병원간호사(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 간호직 /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 산업장 간호사(기업체, 관공서, 호텔, 항공사 등)
·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업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건의료기관 연구소, 손해보험회사 등)
· 의약/의료기기 관련업체
  (의약회사의 상담간호사, 의료기기 업체의 상담간호사 등)
· 개인창업(산후조리원, 요양원, 너싱홈 등)
· 기타(병원 연구간호사, 학교 연구원 등)

학과 특색
맞춤 인재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 강화

· 인성관련 교과목 및 체계적인 봉사 경력의 관리를 통한 인성강화교육

· 최첨단 실습실 운영 및 국내 유수 의료보건기관에서의 핵심실무역량

  강화교육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된 교수학습법 적용

보건의료분야 연구 및 행정가 양성을 위한 기획능력 강화

· 기획연구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관련분야 인사의 초청 특강 및 멘토 활성화

· 비교과과정(동아리) 활동의 적극적 지원

세계화 시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 영어캠프(TOEIC) 운영으로 외국어 능력강화 교육

· 국제교류 체계 구축 및 운영

   - 외국 간호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운영

   - 리더십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인턴십 운영 적극 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2015.12.~2020.12.)

취득가능 자격증

간호사면허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BLS-Provider, 
KALS(대한심폐소생 협회) 등

간호학과 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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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스
케
어

4차 산업시대, 보건의료관리 분야의 맞춤형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보건행정, 의료정보, 의무기록,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 교육 등에 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미래 보건의료 행정 및 정보관리 실무전문가를 배
출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면허,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심사, 
병원 코디네이터, 컴퓨터 활용 능력 1 · 2급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보건직 공무원

· 병원 의무기록(의료정보)실
· 병원 원무과(보험청구, 보험심사)
· 병원 행정부서(기획실, 총무과, 인사과, 관리과, 구매과)
· 병원 전산실

·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질병관리 본부, 산업보건 진흥원

· 생명 / 손해 보험회사(구상직 및 손해사정분야)
· 제약회사 및 약국

· 전문의무부사관

· 일반 4년제 대학 편입 및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편입

학과 특색
· I-HELLO(보건인, 건강인, 안내자) 사명을 가지고 보건의료행정

  전문가 양성

· 보건직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맞춤인재양성을 위한 NCS교육 강화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체결

·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제 24회 의무기록사 면허 응시자 전원 합격

각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응급 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응급의
료 인력을 양성하며, 소방공무원(구급대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
실 수술실 중환자실, 해양경찰, 보건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급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1급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장관), BLS-Provider(미국심장협회),
ACLSProvider(미국심장협회), KALS-Provider(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응급처치강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수상인명구조원(국민안전처
인증기관), 스포컨디셔닝 및 재활, 훈련관련 자격(미국체력관리협회)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공무원
  (소방서 119 구급대원, 교정직 공무원 해양 경찰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 의료기관(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 전문의무부사관

· 대기업산업체(삼성, LG 등) 의무실

학과 특색
응급구조과는 나“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임상 
및 현장에서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최첨단 시뮬레이

션 강의실과 기자재 활용으로 전문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
육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BLS, ACLS Training Site 지정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심장협회(AHA) 자격 과정과 한국형 전문소생술과정(KALS TS)을 
운영하는 역량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응급구조사 국가

시험에 전국 최고 수준의 합격률과 매년 1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 합격과 대
학병원과 종합병원 취업 등 질 높은 취업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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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3년제



의료미용과는 국제적 감각으로 의료와 미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태
도를 함양한 의료미용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뷰
티테라피 테크닉, 뷰티디바이스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 기술을 익히
며, 교환학생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제공된다.

취득가능 자격증

· 졸업과 동시에 미용사 종합 면허증(피부, 네일, 헤어, 메이크업), 실기

  교사자격증(필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취득

· 미용사(피부, 네일) 국가기술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중국어 HSK
  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국가공인 SMAT 자격증,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화장품전문가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병의원(피부과/성형외과/비만클리닉/한의원 등) 의료미용사

· 병원코디네이터

· 화장품회사(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화장품 회사)
· 호텔스파(하이야트호텔, 포시즌호텔 등 국내외 유명 스파)
· 미용교육 실기교사 (특성화고등학교/미용아카데미 등)
· 피부전문점, 네일전문점 등 창업

학과 특색
· 3+1(전공심화과정)으로 의료미용학과 “학사학위” 취득 가능

· 해외 교환학생 참가 (중국, 대만, 일본 등)
· 해외 현장실습 참가 (중국, 캐나다, 호주 등)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은메달리스트 감독 및 선수 배출

· 전국기능올림픽대회 금, 은, 동메달 획득

· 지방기능경기대회 금, 은, 동메달 획득

· 민간기능경기대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획득

· 아모레퍼시픽 장학금 등 산업체기탁 장학금 다수 수혜

· 1996년 학과개설 이후 미용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동문

의료미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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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크·뷰티
Biotech·Beauty

바이오테크·뷰티는 인생 100세 시대 가장 핵심분야인 건강, 영양, 미용을 대표하는 제약·바
이오 산업의 획기적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세를 바
탕으로 삼성·LG·SK 등 대기업과 최근 차별화된 기술을 무기로 급성장 중인 한미약품·셀트리
온·메디톡스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복제약), 필러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의약품, 식품, 화학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분석 기술 및 생
산된 제품 또는 수입식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을 밝혀내는 기술을 가르쳐 
전문분석기술자를 양성합니다. 식의약품분석과는 전국 대학에 단 하나 밖
에 없는 특성화된 학과이기 때문에 취업에 더욱 유리한 학과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전공 자격증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취업

할 때도 기업체에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갈 곳도 많고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ㆍ의약품 제조 및 품질분석 
ㆍ식품 성분 및 유해물질 분석 
ㆍ식품 · 의약품·농수산물 
ㆍ축산물의 미생물 검사 
ㆍ수입식품 유해물질 검사 
ㆍ마약류 등 금지약물 검사 
ㆍ화장품 원료성분 및 기능성

   성분 분석 
ㆍ법의학분야에서의 DNA분석 

ㆍ농산물 중 농약 잔류량 검사 
ㆍ먹는물, 먹는샘물 수질검사 
ㆍ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ㆍ토양 중금속 검사 
ㆍ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ㆍOLED등 정밀화학제품 품질분석 
ㆍ식약처등에서 국가연구과제

    실험업무

학과 특색

"학과는 전국유일, 취업처는 전국각지"
ㆍ품질관리(Quality Control) 정규직으로 취업합니다.
ㆍ재학 중 현장실습을 제약회사와 식약처에서 합니다.
ㆍ약품분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라 회사에서 대우받으며 일 합니다.
ㆍ전국에서 유일한 학과라 취업에 유리합니다. 
ㆍ10분 거리에 제약회사가 모여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습니다. 
ㆍ제약업체등 연봉이 높고 근무환경이 깨끗한 분야에서 일합니다. 
ㆍ주요과목 대부분이 실험실습이라 배우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21세기는 인간위주의 신산업사회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영양이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식품영양외식학부는 인간에
게 새롭고 다양하며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쾌적한 삶 속에서 살아가
는 웰빙 생활을 위한 단체급식, 식품안전, 외식산업에 관한 중요한 지식
과 기술을 배우며, 영양사, 조리사 및 제과 제빵사, 식품개발의 자질함
양과 산업현장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 기술 개발 교육을 통
하여,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식품산업기사, 조주사(칵테일), 위생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산
업위생관리기사, 영양사, 한식 · 중식 · 일식 · 복어조리 기능사 및 조
리기능장,조리실기교사, 푸드코디네이터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식품영양전공 “국민영양을 책임진다”
· 졸업 후 -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식품위생안전
  관리원, 보건직공무원

호텔외식조리전공 “우리는 외식산업 최고의 경영자 꿈과 희망을 키운다”
· 졸업 후 - 호텔레스토랑, 전문레스토랑, 외식산업체, 조리분야
  전문조리 직종, 프랜차이즈 제과제빵 관련 직종, 외식업체 경영자, 위생
  관련업체, 식음료(Bar)경영인, 조리직 공무원, 대학교수, 조리교사,
  메뉴개발자, 디저트카페창업, 커피숍창업, 레스토랑 운영자, 식품회사

학과 특색
전국 요리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해외 요리대회 참가 및 
수상, 고교생을 위한 특강 및 기술지도, 현장 실습 및 현장 메뉴 수업, 
조리직 공무원 최다 배출

식품영양전공 / 호텔외식조리전공

식품영양외식학부 식의약품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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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커리큘럼으로 현장감과 서비스능력을 겸비한 미
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실무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의 연출
자를 양성하고 있다.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 종합면허증(헤어, 메이크업 · 네일아트, 피부), 실기교사 자격
증,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 자격증, 두피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
트, 네일 아트, 아로마테라피, 서비스경영 자격증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미용매 니저)
· 두피관리실, 병원

· 화장품회사(교육강사 및 영업)
· 메이크업샵

· 웨딩업체

· 네일샵

· 미용관련 개인창업
  (미용실, 네일샵, 웨딩샵, 두피관리실)
· 방송국 분장실

· 미용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 4년제 대학 편입학

학과 특색
미용예술과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분야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커트, 펌, 염색, 모발·두피관리, 헤어스타일링 
등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헤어디자이너, 두피관리사, 미용매니저를 양
성하고 있으며, 뷰티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분장, 네일미용 등 전문
지식을 통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용인재를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유지
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미용 산업체들과 성공한 동문들의 장학금 지
원이 많으며 NCS를 통한 산학 일체형 교육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명실 상부한 명문미용학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미용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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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전형일정
면접(실기)고사
지원자격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기숙사안내
장애학생지원 관련 안내
장학제도 안내
수험생 유의사항
학부(과,전공)별 입학전형 상담교수안내

전형별 성적반영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온라인 제공 
관련사항 안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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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시모집 1차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 일반 특별 모집인원 대졸 농어촌 기초 성인재직 외국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전기전자학부(반도체장비전공/전기전공) 120 84 62 22 6 1 1 　 3 1

항공자동차기계학부(기계설계전공/자동차전공/항공정비전공) 102 91 81 10 3 1 1 1 　 　

생명화공과 60 58 53 5 6 1 1 1 2 1

품질경영과 30 27 22 5 5 1 1 　 2 1

보건3D프린팅정보과 35 32 29 3 5 1 1 　 2 1

컴퓨터전자과 35 32 25 7 4 1 1 　 1 1

방송영상콘텐츠과 35 32 22 10 4 1 1 　 1 1

시각디자인과 40 35 20 15 4 1 1 　 1 1

스마트시티

건축과(3년제) 35 32 25 7 4 1 1 　 1 1

경찰행정과(3년제) 54 47 47 　 4 1 1 1 1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35 32 20 12 4 1 1 　 1 1

도시건설정보과 35 32 19 13 5 1 1 　 2 1

항공보안과 40 38 38 　 7 1 1 　 4 1

소방안전과 60 41 38 3 5 1 1 　 2 1

군사학과 40 36 36 　 3 1 1 1 　 　

경영회계과 50 40 22 18 5 1 1 　 2 1

휴먼케어

유아교육과(3년제) 53 49 49 　 5 2 3 　 　 　

아동보육과(3년제) 35 32 32 　 7 1 1 1 4 　

사회복지과 60 47 47 　 12 1 1 1 8 1

항공관광과 33 26 26 　 3 1 1 　 　 1

사회체육과 40 34 19 15 4 1 1 　 1 1

항공호텔
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31 28 26 2 6 1 1 1 2 1

일본어통역전공 35 32 27 5 6 1 1 1 2 1

실용예술
학부

실용음악전공 35 16 16 　 4 1 1 　 1 1

실용댄스전공 35 25 25 　 6 1 1 　 3 1

헬스케어

간호학과(4년제) 90 50 50 　 21 12 6 3 　 　

치위생과(3년제) 75 40 40 　 5 5 　 　 　 　

응급구조과(3년제) 40 34 34 　 8 4 1 1 2 　

보건행정과(3년제) 40 37 36 1 6 1 1 1 3 　

의료미용과(3년제) 39 35 15 20 8 1 1 1 4 1

바이오테크
·

뷰티

식품영양외식학부(식품영양전공/호텔외식조리전공) 75 73 73 　 9 1 1 1 5 1

식의약품분석과 40 38 38 　 6 1 1 1 2 1

미용예술과 40 37 20 17 12 1 1 1 8 1

합계 1,602 1,322 1,132 190 202 52 39 17 70 24

주1) 수시1차 모집 미달 시 수시2차에서 선발
주2) 동일한 모집시기에 중복지원(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은 불가
주3) 대졸자 전형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
       (단,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는 제외)
주4) 정원외 특별전형은 지원·등록현황에 따라 최대 모집정원내에서 학과별로 재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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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모집 2차

주1) 수시2차 모집 미달 시 정시모집에서 선발
주2) 동일한 모집시기에 중복지원(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은 불가
주3) 대졸자 전형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
       (단,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는 제외)
주4) 정원외 특별전형은 지원·등록현황에 따라 최대 모집정원내에서 학과별로 재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 일반 특별 모집인원 대졸 농어촌 기초 성인재직 외국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전기전자학부(반도체장비전공/전기전공) 120 35 26 9 1 　 1 　 　 　

항공자동차기계학부(기계설계전공/자동차전공/항공정비전공) 102 10 8 2 4 1 1 　 1 1

생명화공과 60 1 1 　 0 　 　 　 　 　

품질경영과 30 2 1 1 0 　 　 　 　 　

보건3D프린팅정보과 35 2 1 1 0 　 　 　 　 　

컴퓨터전자과 35 2 1 1 0 　 　 　 　 　

방송영상콘텐츠과 35 2 1 1 0 　 　 　 　 　

시각디자인과 40 3 2 1 0 　 　 　 　 　

스마트시티

건축과(3년제) 35 2 1 1 0 　 　 　 　 　

경찰행정과(3년제) 54 5 5 　 0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35 2 1 1 0 　 　 　 　 　

도시건설정보과 35 2 1 1 0 　 　 　 　 　

항공보안과 40 1 1 　 0 　 　 　 　 　

소방안전과 60 18 16 2 0 　 　 　 　 　

군사학과 40 3 3 　 0 　 　 　 　 　

경영회계과 50 9 5 4 0 　 　 　 　 　

휴먼케어

유아교육과(3년제) 53 3 3 　 0 　 　 　 　 　

아동보육과(3년제) 35 2 2 　 0 　 　 　 　 　

사회복지과 60 12 12 　 0 　 　 　 　 　

항공관광과 33 6 6 　 0 　 　 　 　 　

사회체육과 40 4 2 2 0 　 　 　 　 　

항공호텔
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31 2 1 1 0 　 　 　 　 　

일본어통역전공 35 2 2 　 0 　 　 　 　 　

실용예술
학부

실용음악전공 35 9 9 　 0 　 　 　 　 　

실용댄스전공 35 9 9 　 2 　 　 　 2 　

헬스케어

간호학과(4년제) 90 20 20 　 19 12 3 4 　 　

치위생과(3년제) 75 30 30 　 2 2 　 　 　 　

응급구조과(3년제) 40 4 4 　 0 　 　 　 　 　

보건행정과(3년제) 40 2 1 1 0 　 　 　 　 　

의료미용과(3년제) 39 3 1 2 0 　 　 　 　 　

바이오테크
·

뷰티

식품영양외식학부(식품영양전공/호텔외식조리전공) 75 1 1 　 0 　 　 　 　 　

식의약품분석과 40 1 1 　 0 　 　 　 　 　

미용예술과 40 2 1 1 12 　 　 　 　 　
합계 1,602 211 179 32 28 15 5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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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 일반 특별 모집인원 대졸 농어촌 기초 성인재직 외국인

스마트
엔지니어링

전기전자학부(반도체장비전공/전기전공) 120 1 1 3 1 1 　 1

항공자동차기계학부(기계설계전공/자동차전공/항공정비전공) 102 1 1 1 　 1 　 　 　

생명화공과 60 1 1 1 　 1 　 　 　

품질경영과 30 1 1 1 　 1 　 　 　

보건3D프린팅정보과 35 1 1 3 1 1 　 1 　

컴퓨터전자과 35 1 1 2 　 1 　 1 　

방송영상콘텐츠과 35 1 1 1 　 　 　 1 　

시각디자인과 40 2 2 0 　 　 　 　 　

스마트시티

건축과(3년제) 35 1 1 2 1 　 　 1 　

경찰행정과(3년제) 54 2 2 0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35 1 1 2 1 　 　 1 　

도시건설정보과 35 1 1 1 　 1 　 　 　

항공보안과 40 1 1 0 　 　 　 　 　

소방안전과 60 1 1 1 　 1 　 　 　

군사학과 40 1 1 1 　 1 　 　 　

경영회계과 50 1 1 1 　 1 　 　 　

휴먼케어

유아교육과(3년제) 53 1 1 0 　 　 　 　 　

아동보육과(3년제) 35 1 1 1 　 1 　 　 　

사회복지과 60 1 1 1 　 1 　 　 　

항공관광과 33 1 1 0 　 　 　 　 　

사회체육과 40 2 2 0 　 　 　 　 　

항공호텔
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31 1 1 1 　 　 　 1 　

일본어통역전공 35 1 1 1 　 1 　 　 　

실용예술
학부

실용음악전공 35 10 10 0 　 　 　 　 　

실용댄스전공 35 1 1 0 　 　 4 　 　

헬스케어

간호학과(4년제) 90 20 20 3 3 　 　 　 　

치위생과(3년제) 75 5 5 0 　 　 　 　 　

응급구조과(3년제) 40 2 2 1 　 1 　 　 　

보건행정과(3년제) 40 1 1 3 1 1 　 1 　

의료미용과(3년제) 39 1 1 0 　 　 　 　 　

바이오테크
·

뷰티

식품영양외식학부(식품영양전공/호텔외식조리전공) 75 1 1 1 　 1 　 　 　

식의약품분석과 40 1 1 2 　 1 　 1 　
미용예술과 40 1 1 1 　 1 　

합계 1,602 69 69 35 8 18 0 9 0

다. 정시

주1) 정시모집 미달 시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시 계속 모집
주2) 동일한 모집시기에 중복지원(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은 불가
주3) 대졸자 전형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
       (단,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는 제외)
주4) 정원외 특별전형은 지원·등록현황에 따라 최대 모집정원내에서 학과별로 재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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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구분
전형기간

비고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대학자율모집

원서접수
2019.9.6(금)

~ 2019. 9.27(금)
2019.11.6(수)

~ 2019.11.20(수)
2019.12.30(월)
~ 2020.1.13(월)

2020.2.11(화)
~ 2020.2.29(토)

모든 전형 접수가능

면접(실기) 일시
2019.10. 4(금)

~ 2019.10. 5(토)
2019.  11.22(금)

~ 2019.  11.23(토)
2020.1.15(수) 미실시 3번의 면접(실기)참조

합격자 발표 2019.  10. 11(금) 2019.  11. 28(목) 2020.1.22(수) 수시 본 대학 홈페이지, SMS

합격자 등록기간
2019.12.11(수)

~ 2019.12.13(금)
2020.2.6(목)

~ 2020.2.10(월)
수시

본 대학 지정 납부처
등록마감일 17:00까지

충원합격 및 등록
2019.12.14(토) ~ 12.23(월)
(합격자발표 23일 21시까지)

2020.2.29(토) 까지 
2.29(토)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면접(실기)고사

응시대상  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부/학과 지원자(단, 재외국민, 외국인 지원자는 제외)

일시 및
장소

수시1차
 2019. 10.  4(금) ~ 10.  5(토) 오전 10시 해당학과 지정장소 (면접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대상자에 공지 후 면접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수시2차
 2019. 11. 22(금) ~ 11. 23(토) 오전 10시 해당학과 지정장소 (면접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대상자에 공지 후 면접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정시
 2020. 1.  15(수) 오전 10시 해당학과 지정장소 (면접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대상자에 공지 후 면접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

면접(실기)내용
- 면접 : 기본소양도, 학습능력도, 학습의욕도, 학부(과)의 적성도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실기고사 : 실용댄스전공, 실용음악전공만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2참조”

유의사항

 - 수시(정시)모집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0”처리하고 사정대상자에 포함한다.(면접 불참자도 충원합격시 정시지원 불가)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는 실기 불참시 불합격:표1,2 주의사항 참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학과에서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 있고 실제 면접에

   참여한 학생의 면접점수 기준으로 10%낮은 성적을 부여한다.(질병, 천재지변 등)

- 면접고사 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증 등)

주1) 우편접수 및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시에는 입학원서 및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료를 동봉하여 발송
주2) 전형료 : 본 대학 접수 ▶ 일반학과 20,000원, 실용댄스전공, 실용음악전공 40,000원
                   인터넷 접수   ▶ 일반학과  25,000원, 실용댄스전공, 실용음악전공 45,000원 (위탁수수료 5,000원 포함)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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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동점자 처리 기준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2015학년도 이전졸업자 또는 온라인성적제공 비동의자)
 3)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제시) 각 1부
 4)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각 1부

동점자 처리기준
(학생부 위주)

 - 1순위 : 석차등급의 평균 우수자

 - 2순위 : 2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 3순위 : 1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 4순위 : 1학년 및 2학년 교과목 이수단위의 합이 높은 자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위주)

 - 1순위 : 면접점수 우수자

 - 2순위 : 석차등급의 평균 우수자  
 - 3순위 : 2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 4순위 : 1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 5순위 : 1학년 및 2학년 교과목 이수단위의 합이 높은 자

동점자 처리기준
(수능위주)

 - 1순위 : 수능성적 우수자

 - 2순위 : 석차등급의 평균 우수자  
 - 3순위 : 2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 4순위 : 1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 5순위 : 1학년 및 2학년 교과목 이수단위의 합이 높은 자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제출서류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별 성적반영

가.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성인재직자(만학도), 대졸자
     - 수시모집(1, 2차)

04

05

학부(과) 학생부 성적 실기고사 면접 계

아래 학과를 제외한
전체 학부(과)

80%(400점) - 20%(100점) 100%(500점)

경영회계과
사회복지과

식품영양외식학부
항공관광과

40%(200점) - 60%(300점) 100%(500점)

시각디자인과 60%(300점) - 40%(200점) 100%(500점)

실용음악전공
100%(500점) - 100%(500점)

실용댄스전공

 1) 모집인원 지원자의 석차등급, 면접(실기)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2) 간호학과는 수능최저등급 적용

     - 영어는 필수이며 국어, 영어, 수학 중 2개 영역의 합이 9등급이내

 3) 대졸자 전형 지원자는 학생부성적 대신 대학성적백분율을 적용하여 타 전형과 동일한 성적비율로 선발(정시모집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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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학생부 성적 수능성적 실기고사 면접 계

간호학과(4년제) - 80%(400점) - 20%(100점) 100%(500점)

치위생과(3년제) 20%(100점) 80%(400점) - - 100%(500점)

보건행정과(3년제)
사회체육과
생명화공과
소방안전과
아동보육과(3년제)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보건3D프린팅정보과
품질경영과

100%(400점) - - - 100%(400점)

건축과(3년제)
경영회계과
경찰행정과(3년제)
군사학과
도시건설정보과
미용예술과
방송영상콘텐츠과
사회복지과
시각디자인과
식의약품분석과
식품영양외식학부
유아교육과(3년제)
응급구조과(3년제)
의료미용과(3년제)
일본어통역전공
전기전자학부
컴퓨터전자과
항공관광과
항공보안과
항공자동차기계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60%(300점) - - 40%(200점) 100%(500점)

실용음악전공 - - 100%(500점) - 100%(500점)

실용댄스전공 - - 100%(500점) - 100%(500점)

- 정시모집 

- 특별전형(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자격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코
드
번
호

70
- 특성화(전문계), 체육계 고등학교졸업(예정)자
- 통합형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일반계 직업과정 졸업(예정)자

추천자

57 - 교사 추천자

61 - 본대학 교직원 추천자

81 - 체육관련협회 추천자

특기자

74 - 본 대학 주최 각종경진대회 입상자(가산점부여: ※별표3 참조)
75 - 전국 및 시 ·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산점부여: ※별표3 참조)
80 - 각종 무도, 무술 유단자

취업 (경력)자 04
- 당해 입학년도 개시일 이전까지 전 근무 산업체 및 현 근무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또는 근무한 경력자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82 - 생활보호대상자

83 - 편부모 가족

84 - 각종 유공자

60 - 충청지역 고등학교 졸업  /  졸업예정자

59 - 충청지역 내 거주자

제출서류

공통 입학원서 1부(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추천자 - 추천서(입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특기자

-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전국 및 시·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상장사본(원본제시) 1부
- 각종 무도, 무술유단자: 단증사본(원본제시) 또는 유단자 확인서
※본 대학 주최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시·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KASF미용기능경기대회 <별표3 참조>
※학부(과)별 성적환산 총점 + 가산점(50점)

취업(경력)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중 택 1부

사회·지역 배려대상
자

- 생활보호대상자, 편부모 가족, 각종 유공자: 지원자격별 해당서류(원본제시) 1부
- 충청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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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촌 지원자

지원자격

- 행정구역상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 이수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졸업(예정)한 자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한자는 2020학년도 입학 후 자격요건(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 고교 소재지, 재학기간, 거주기간 등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 제외)
- 농어촌출신자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본 대학 입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자

지원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동등 학력인정 각종 학교 포함] 또는 대학의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단, 70학점이상 취득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 제외)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평균평점을 성적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출]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전 학년 성적백분율이 높은 자   
- 2순위: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자격기준일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자격기준: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 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증빙서류: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필요)

  · (유의사항)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참고)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발급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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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만학도:입학일 기준(2020. 3. 1)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25세 이상인 자(1995. 2.28 이전 출생자)
- 성인재직자: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인터넷 접수자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종전생활기록부)사본 1부,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원본제시) 1부,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증명서
 (한글 번역본 첨부하여 공증된 것) 1부 
- 만 2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1부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1. 북한이탈주민  
 2. 재외국민(교포자녀, 해외근무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4.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본 대학 입학처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3) 230 - 2501~3]

전형방법 서류심사

제출서류 본 대학 입학처에서 상담 후 결정(외국인의 경우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전형방법 외국인 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음.(단,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는 모집하지 않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실기고사 종목 및 준비사항

1. 공통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임시신분증)   - 미 지참시 응시 불가

2. 실기고사일  
- 수시1차 모집 : 2019년 10월  4일(금) ~ 10월  5일(토) 10:00 본 대학 지정된 고사실 또는 면접실
- 수시2차 모집 : 2019년 11월 22일(금) ~ 11월 23일(토)10:00 본 대학 지정된 고사실 또는 면접실
- 정  시  모   집  : 2020년  1월 15일(수) 10:00 본 대학 지정된 고사실 또는 면접실

3. 실용음악전공 실기고사 전형 및 내용

전공 전형 내용

재즈
피아노

자유곡(연주곡) 1곡
-클래식이 아닌 장르의 연주곡 1곡

- 연주 도중, cut할 수 있음.
- 코드 초견 연주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험관의 재량으로 추가곡 연주를 요청 할 수 있음.
- 다양한 리듬 장르나, 솔로 즉흥 연주를 요청 할 수 있음.
- 반주MR을 활용할 수 있으며, MR의 경우, mp3 파일로 USB에 개별 준비하여야 함.
- 반주자 대동 가능하며, 2인까지 허용.

기타 자유곡 1곡 연주

베이스 기타 자유곡 1곡 연주

보컬 자유곡 1곡 가창

- 보컬의 자유곡은 가창 중, cut 할 수 있음.
- 시험관의 재량으로 추가곡 가창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악 연주, 춤, 랩 등의 특기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반주MR을 활용할 수 있으며,  MR의 경우, mp3 파일로 USB에 개별 준비하여야 함.
- 반주자 대동 가능하며, 1인만 허용.

KPOP 자유곡 1곡 

- 보컬 전공 자유곡(가요,팝)
- 댄스 전공 자유곡(창작, K-POP)
- 시험관의 재량으로 특기사항(보컬, 댄스,연기, 랩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MR 및 반주자 대동 가능, 무반주 노래 가능
- 반주MR을 활용할 수 있으며, MR의 경우, mp3 파일로 USB에 개별 준비하여야 함.

작곡
(MIDI)

자작곡 1곡
-연주곡, 노래곡 모두 가능 

- 연주 도중, cut할 수 있음.
- 코드 초견 연주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험관의 재량으로 추가 자작곡 연주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악 연주곡을 요청할 수 있음.
- MIDI작품의 경우, MIDI활용 과정 및 화성에 대한 추가질문 요청할 수 있음.   

드럼 자유곡 1곡 연주

- 연주 도중, cut할 수 있음.
- 리듬 초견 연주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험관의 재량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장르의 리듬 연주를 요청할 수 있음.
- 반주MR을 활용할 수 있으며, MR의 경우, mp3 파일로 USB에 개별 준비하여야 함.
- 반주자 대동 가능하며, 2인까지 허용.   

공연기획 기획서 발표(5분) - 콘서트 기획서 10매 내외 5부 제출 및 발표
- 그 외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음

클래식
기악(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등)  - 자유곡 1곡 연주.

 - 반주자 1인 대동 가능하며, 무반주 연주 불가.

작곡
 - 전통화성학 1문제 풀이(제한시간 60분).
 - 베토벤 소나타 작품 中 자유곡1곡 연주.

4.실기 고사 유의 사항
- 초견 연주는 당일 주어지는 악보(8마디)를 보고 연주                                                           - 당일 지정된 실기고사 시간 변경 불가
- 위의 기재 내용 외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실기 지원곡은 암보로 가창 또는 연주하여야 함
- 피아노, 세트 드럼, 기타 앰프, 베이스 앰프 이외의 자신의 악기는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 모든 종류의 이펙터 및 심벌, 개인 페달 사용 불가
- 모든 전공은 연주 악보 5부 제출(공연기획전공은 콘서트 기획서 5부 제출)
5. 주의사항
-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 시간 변경 절대 불가능
- 일시와 장소의 미숙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책임이므로 주의해야 함.

- <별표 1> 실용음악전공 실기고사(수시 및 정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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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실용댄스전공 실기고사(수시 및 정시모집)

- <별표 3> 특별전형 가산점 부여

구분 가산점

평가요소별 반영 배점기준

비고
본 대학 경진대회

KASF미용기능
경기대회

전국기능
경기대회

시·도별 
기능경기대회

미용사국가자격증
(미용예술과·의료미용과)

전체
학부(과)

50 대상
장관상

올림픽위원장상
대회장상

금상 - - 본 대학 주최 각종경진대회 
  입상자는 1~5위까지 수상실적
  만 반영함
- 전국(시·도)기능경기
  대회는 금상 ~ 우수까지의
  수상실적만 반영함
- 미용사국가자격증은 헤어,       
  메이크업,네일,피부중
  1종목만 가산점 부여

40 금상 금상 은상 금상

30 은상 은상 동상 은상 ●

20 동상 동상 우수 동상

10 장려상 - - 우수

※중복 수상이 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하나만 반영함.
※시도별 기능경기대회 수상자는 가산점 30점을 부여함.

전공 성적반영 비율

실용댄스
(모든댄스 장르 동일)

실기 100%

전공 성적반영 비율

스트릿댄스

작품 1
 - 3분 이내의 작품으로 자유롭게 구성
 - 시험관의 재량으로 작품도중 Cut할 수 있음
 - 배경음악(USB)과 의상은 작품에 맞게 수험생이 준비

방송댄스(K-pop)

재즈댄스

전통/모던댄스

댄스 스포츠

실기 고사 유의 사항
- 당일 지정된 실기고사 시간 변경 불가
- 위의 기재 내용 외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음
- 작품 공연을 위한 소품은 부피가 적은 소품(모자, 선글라스 등)에 한하여 허용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전 학부(과)
- 교과목별 석차 또는 석차등급을 반영하며, 1, 2학년 전체 교과목을 반영함. 단, 교련과목 또는 이수로 표기된 교과목은 제외한다.
- 과목별 이수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1학년 성적 50%, 2학년 성적 50%를 반영함.(석차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함.)
- 교과목별 석차 또는 석차등급이 없는 자는 1, 2학년의 석차백분율을 반영한다.
- 공업계 2+1 출신자 또는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위탁생 출신자 등 기타의 사유로 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성적을 100%로
  반영하고, 1·2학년 성적이 없는 자는 3학년 성적을 100%로  반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전 학부(과)
-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적증명서상의 고시과목 성적을 반영하며 별도의 내신성적 환산기준 등급(9등급) 성적을 반영한다.

공통사항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과  온라인 자료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시 기본증명서 1부 제출하여야 한다.

06



44ㅣ2020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방법

대학수학능력
시험 반영학과

※반영학과(정시모집 1차 지원자중 아래학과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 간호학과, 치위생과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영역의 백분율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탐구영역은 수험생이 응시한 교과목 중 제일 좋은 교과목을 활용
- 2020학년도 성적만을 적용하여, 응시계열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A, B형 선택에 따른 별도의 가산점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학과에 지원하는 수험생 중 미 응시자 및 비동의 후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미반영 학과

※미반영 학부(과)
- 위 학부(과)를 제외한 일반전형 학부(과) 및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는 학생부 또는 학생부 + 면접점수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온라인 제공 관련사항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온라인 제공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데이터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됩니다.(제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 개요
     본 대학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온라인 제공 시스템을 통하여
    성적 전산자료 제공
2.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제공대상
    -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는 온라인 제공 대상에서 제외
3.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라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 자료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본 대학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제출
4. 2014년 2월 이전 모든 졸업자(2014년 2월 졸업자 포함)는 본 대학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제출
5.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제출한 자료는 추후 위·변조 여부를 고등학교에 조회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정시모집 지원자 중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자의 성적
    데이터를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제공됩니다.[제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에 대하여, 대학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해당

    대학으로 관련자료 온라인 송부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비 동의한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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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및 검정고시성적 등급별 배점표

석차등급
고교 졸업자 검정고시자

석차백분율 배점 검정고시 성적 배점

1 0.01~4.00 400.00 98.01~100.00 400.00

2 4.01~11.00 394.38 94.01~ 98.00 394.38

3 11.01~23.00 388.75 89.01~94.00 388.75

4 23.01~40.00 383.13 83.01~89.00 383.13

5 40.01~60.00 377.50 76.01~83.00 377.50

6 60.01~77.00 371.88 70.01~76.00 371.88

7 77.01~89.00 366.25 65.01~70.00 366.25

8 89.01~96.00 360.63 61.01~65.00 360.63

9 96.01~100.00 355.00 61.00 이하 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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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예치)금 납부안내

지원차수 일자 비고

수시(1,2차)모집 2019.12.11(수) ~ 12.13(금)
본 대학 지정 납부처 / 등록마감일 17:00까지

정시모집 2020.2.6(목) ~  2.10(월)

※2011학년도부터 등록확인예치금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간주하므로 수시모집 복수합격자(전문대학 및 대학 포함)는 등록확인예치금 등록기간에  
    “반드시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하여야함.(위반 시 이중등록으로 처리되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가.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우편통지는 하지 않으며, 수험생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합격한 수험생에게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SM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합격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다. 위의 수시모집 등록기간에 반드시 지정한 납부처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정시모집 지원 불가)
라. 전형별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후보자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통보한다. 후보합격자의 등록기간은 대학에서 정한 일정(시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마. 후보 순위에 따라 개별 통지시 3회 이상 연락하여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발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통화를 시도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② 통화는 되었으나 등록여부를 3회 이상 통화시까지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전형 충원대상자 미달시 특별전형에서, 특별전형 충원대상자 미달시 일반전형에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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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기준 등록금 내역(입학금 및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음) 

계열별 / 학과별
구분

비고
입학금 등록금 합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모든학부(과)

388,700

3,038,000 3,426,700

- 수시 1, 2차 합격자(충원합격포함)등록
  확인예치금 250,000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 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에는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스마트 시티

건축과(3년제)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도시건설정보과
항공보안과
소방안전과
군사학과
경영회계과
경찰행정과(3년제)

2,463,000 2,851,700

휴먼 케어

유아교육과(3년제)
아동보육과(3년제)
사회복지과

2,523,000 2,911,700

항공관광과
항공호텔관광학부

2,463,000 2,851,700

실용예술학부
사회체육과

3,038,000 3,426,700

헬스 케어

간호학과(4년제)
치위생과(3년제)
응급구조과(3년제)

3,110,000 3,498,700

보건행정과(3년제)
의료미용과(3년제) 3,038,000 3,426,700

바이오테크 · 뷰티 모든학부(과)

※등록확인예치금은 입학등록금의 일부로서 2020학년도 입학등록금 확정 후, 기 납부한 등록확인예치금을 공제한 차액의 입학등록금을 등록기간내
    [2020.2. 6(목)  ~ 2.10(월)]에 본 대학에서 지정한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등록(확인예치)금 환불방법

가. 본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등록확인예치금)한 자가 타 대학 합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할 시에는 입시홈페이지 환불신청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 인증 후 포기절차를 진행
나. 인터넷 접속불량 등의 사유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 본 대학 입학처로 연락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
     (이중등록으로 인한 합격취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온라인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시면 본 대학 입학이 취소되며 절대로 번복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등록금 환불(등록확인예치금 포함)은 정해진 등록금 환불기간【등록마감일 ~ 2020.2월중】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함.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마. 입학식 이후의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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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안내[2019학년도 기준] 2020학년도 기숙사비는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숙사비 급식희망자 비고

제1생활관(남) 3인 450,000원
- 조식: 2,500원
- 석식: 2,500원

식사는 희망자에 한하여  
조식, 석식만 해당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1생활관(남) 2인 650,000원

제2생활관(여) 2인 650,000원

※기숙사 관련 문의: 남자생활관(043-230-2030~2) / 여자생활관(043-230-2035~6)

장애학생지원 관련 안내

· 장애학생 지원(면접)시 이동지원 및 수화통역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미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의 입시상담 또는 입시자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230-2501~3)
·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의 지원시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 주소: [28171]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충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위치: 충청대학교 R동(학생회관) 3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 연락처: 043)230-2022, 2021 / FAX 043)23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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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구분 장학구분 대상자 지급시기 지급액

교내
장학

입학우수장학  입학 후 소정 절차를 통해 선발 입학시  학부(과)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

학업우수장학  학업성적우수자 매학기  학부(과)에서 정한 인원과 금액

공로장학  국가나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봉사장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각 학부(과) 학생간부, 신문사 기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12

- 대학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포기 방법

1)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 → 입학안내 → 합격자조회 → 환불신청
    -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포기신청
    - 신청자 본인의 통장번호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학처로 문의(043-230-2501~3)
     ※등록포기신청(환불)은 반드시 입학 홈페이지에서 본인 휴대폰 인증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포기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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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구분 대상자 지급시기 지급액

교내
장학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학생안전사고예방장학  학과 및 학생 활동에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만학장학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만 28세 이상인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가족장학  가족이 동시에 우리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지급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동문가족장학  졸업생 자녀가 우리 대학에 재학 할 경우 1인에게 지급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월강장학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된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마일리지장학  대학이 지정한 학업 사항을 이수한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자아성취장학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발된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복지장학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근로장학  가계곤란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근로봉사를 제공 한 자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보훈장학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 교육지원 대상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파워엘리트장학  학업성적, 외국어성적, 각 종 대회 수상 성적이 우수한 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산업체특별장학  산업체위탁교육생만 해당 입학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전공심화특별장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교육생만 해당 입학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금액

교외
장학

한국장학재단(국가 Ⅰ,Ⅱ유형 장학, 다자녀장학, 국가지방인재장학, 희망사다리장학, 사랑드림장학, 국가근로장학), KRA농어촌희망재단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충북인재양성재단장학, 지적장학회,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 군부사관장학, 의용소방대자녀장학, 청주서부 라이온스클럽장학,
KT&G장학, KT희망나눔재단장학, 김동진장학, SGI장학, 문곡장학, 총동문회장학, 충청대학교교수장학, 충청대학교직원, 장학, 기타 교외장학

대출제도 정부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한국장학재단), 근로자대학학자금대출(근로복지공단)

※장학금 관련 문의: 학생복지팀(043-230-2023~4)

수험생 유의사항

전문대학 공통 유의사항

1. 우리대학은 전체학과에 수시6회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음.
2. 타 대학 및 우리대학 수시1차 합격자도 우리대학 수시2차 모집에 지원 가능함.
3. 수시모집에 최초합격 시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며, 충원 합격 시에도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됩니다.(일반대학과 동일)
4. 정시모집은 2019. 12. 30(월) - 2020. 1. 13(월)까지입니다.
    2.29(토)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5.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별(수시, 정시)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기개시 후 이중등록 확인 시(2군데 이상의 대학에 등록 시) 입학 무효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수시모집 최초합격(충원합격)자는 정시 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본 대학 유의사항

1. 본 대학내 전형일정이 같은 학부(과)에 복수지원(인터넷 2개 업체 이상 접수, 인터넷접수 후 본 대학 창구 및 우편접수)은 할 수 없으며,  
    복수 지원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2. 본 대학 모집의 전형구분별 전형기간 내에 다른 학부(과)별로 복수지원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전형 중에서 하나만 지원가능]
3.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4. 제출서류가 미비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5. 교과성적에 의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시 입학원서상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진다. 따라서 본 대학의 모든  
    지원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이후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처로 통보하여야 한다.(043-230-2501~3)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시행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3에 의거하여 입학년도 말일까지 당해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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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테크

·
뷰티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호텔외식조리전공

이윤호 043)230-2195 043)230-2260 http://ok.ok.ac.kr

식의약품분석과 황갑성 043)230-2283 043)230-2280 http://pharm.ok.ac.kr

미용예술과 이숙연 043)230-2442 043)230-2447 http://pimi.ok.ac.kr

⊙학부(과,전공)별 입학전형 상담교수 안내

계열 모집단위
상담교수 학과사무실

성명 연구실 전화 전화 홈페이지 주소

스마트
엔지니어

링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전기전공 이은욱 043)230-2354 043)230-2270, 2350 http://ee.ok.ac.kr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자동차전공/항공정비전공

김성모 043)230-2369 043)230-2360, 2366 http://aam.ok.ac.kr

생명화공과 김홍수 043)230-2303 043)230-2300 http://biochem.ok.ac.kr

품질경영과 장진익 043)230-2372 043)230-2370 http://qm.ok.ac.kr

보건3D프린팅정보과 김영란 043)230-2412 043)230-2410 http://computer.ok.ac.kr

컴퓨터전자과 민병석 043)230-2324 043)230-2420 http://dec.ok.ac.kr

방송영상콘텐츠과 김은경 043)230-2425 043)230-2486 http://tv.ok.ac.kr

시각디자인과 이은주 043)230-2422 043)230-2230 http://design.ok.ac.kr

스마트
시티

건축과(3년제) 신용태 043)230-2253 043)230-2330 http://arch.ok.ac.kr 

경찰행정과(3년제) 김용희 043)230-2154 043)230-2150 http://dopa.ok.ac.kr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이미란 043)230-2383 043)230-2380 http://interior.ok.ac.kr 

도시건설정보과 류제천 043)230-2315 043)230-2310 http://civil.ok.ac.kr 

항공보안과 진영배 043)230-2411 043)230-2290 http://avsec.ok.ac.kr

소방안전과 강성화 043)230-2343 043)230-2340 http://fire.ok.ac.kr

군사학과 노규민 043)230-2353 043)230-2670 http://nco.ok.ac.kr

경영회계과 윤명숙 043)230-2143 043)230-2140 http://biz.ok.ac.kr

휴먼케어

아동보육과(3년제) 박선영 043)230-2465 043)230-2467 http://educare.ok.ac.kr

유아교육과(3년제) 곽은복 043)230-2213 043)230-2210 http://child.ok.ac.kr

사회복지과 황미영 043)230-2468 043)230-2460, 2466 http://welfare.ok.ac.kr 

항공관광과 오선미 043)230-2224 043)230-2225 http://tour.ok.ac.kr

사회체육과 최대원 043)230-2403 043)230-2400 http://sports.ok.ac.kr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ㆍ바리스타전공 이현주 043)230-2223 043)230-2220 http://hotel.ok.ac.kr

일본어통역전공 도쿠나가 043)230-2473 043)230-2470 http://japan.ok.ac.kr

실용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이문희 043)230-2482 043)230-2710 http://music.ok.ac.kr 

실용댄스전공 이문희 043)230-2482 043)230-2710 http://dance.ok.ac.kr 

헬스케어

간호학과(4년제) 이자옥 043)230-2801 043)230-2770 http://nurse.ok.ac.kr

치위생과(3년제) 박금자 043)230-2662 043)230-2660, 2666 http://dh.ok.ac.kr 

응급구조과(3년제) 고종현 043)230-2581 043)230-2580 http://emt.ok.ac.kr

보건행정과(3년제) 신현산 043)230-2295 043)230-2367 http://medinfo.ok.ac.kr

의료미용과(3년제) 원윤경 043)230-2445 043-230-2440 http://mbeauty.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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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즐거운 교육 내일이 행복한 대학

교육부 지원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계속(2016~2018년) 지원대학선정

교육부특성화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대학!
충청대학교는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 평가 결과, 
평생직업 교육 육성사업 (Ⅳ영역)에서 '매우 우수' 등급에 선정
(2015. 06. )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충청대학교 최우수 A등급

산학협력 고도화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자율개선대학선정 SW미래채움사업 협력대학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