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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청년의 봄(SPRING), 그것은 미래를 바라 봄(SEE)이고 곧 미래를 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거침없이 꿈을 향해 내딛는 스무 살의 패기와 열정을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청년의 그 힘찬 발걸음에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함께한다면... 
더 분명히 상상하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더 안전하게 설계한다면....
이젠 그 상상도 그 큰 꿈도 곧 '실현'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 입니다.
이제 현실로 당신 앞에 나타날 봄(SPRING)이 20살 청년 당신에게 찾아갑니다. 

GOOD TO SEE FUTURE! 
YOUR BEST WAY TO SUCCESS FOR YOUR FUTURE

봄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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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Good to see Future!

청년의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의 땅!
20살, 무엇보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진정 옳게 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봐야할 곳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시선은 곧 미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통찰력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올바른 시선으로 
설계해가며, 행복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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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대학교는 학생 모두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명품, 명장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오로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고 잠재력 개발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상담실과 심신을 단련하는 체육관 · 헬스장, 감성을 
풍부하게 키워주는 아트홀 · 도서관 · 컨벤션센터 등의 다양한 복지 · 편의시설은 
열정과 도전을 더 크게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입니다.

쾌적한 기숙사
충청대학교에는 2동의 생활관이 있으며 수용인 원은 484명 입니다. 남학생  
생활관에는 체력단련실과 독서실, 컴퓨터실, 세탁실 등이 있으며 여학생 
생활관은 호텔 수준의 시설로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78명 206명 484명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풍성한 장학제도
충청대학교는 성적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가정형편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장학, 만학  
장학, 가족장학, 자아성취장학, 복지장학 등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교내 및 교외 장학금이 학생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우수인재유치양성을 위한 국가지방인재장학제도 시행으로 도내 고교 
출신 졸업자들의 큰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2017년 총 장학금 지급액
ㆍ총 장학금액: 16,623,994,857원  
ㆍ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3,581,2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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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세계, 모든 가능성을 향한 도전!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상상하면 이룰 수 있는 시대, 생각보다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그리고 행동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이 가능성의 시대를 바로 보고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도전하는 청춘이 바로 
충청대학교의 가능성입니다.

봄
Good to see Global!

SEE



분명히 상상하고 꿈꾸는 큰 미래, 
뜨거운 세계를 가슴으로 품으세요!

기회의 땅은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도 이 땅도 아닌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최적화하여 글로벌 현장학습과 교환학생, 그리고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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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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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영어캠프
    방학 중 원어민에 의한 영어회화 및 TOEIC 집중교육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교환학생프로그램

어학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

상상,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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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상상하고 반드시 이루는 꿈의 실현!
꿈은 크게 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상하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투지와 용기, 그리고 
지속적인 끈기로 붙들고 가야할 삶의 가장 중요한 마중물입니다. 행동과 실행력을 중시하는 
이 시대의 인재는 섬세하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끝까지 해내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봄 20대 분명하게 상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선견지략을 
가지고 기회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봄
Good to see Dream!

SEE



인연의 시작에서 성공의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의 큰 꿈에 가장 든든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충청대학교와 인연을 맺는 그 순간부터 특성화 전문대학과 산학 
협력선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혜택들을 제공해드리며, 인연의  
시작에서 성공의 끝까지 언제나 한결같은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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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사업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미래형 고등 직업교육대학입니다.

2014년 국고지원금
80억 4,400만원

2015년 국고지원금
81억 3,700만원

2016년 국고지원금
68억 1,200만원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충청대학교 최우수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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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에서 취업까지 맞춤식 진로지도
충청대학교는 취업중심 대학입니다. 교육은 입학에서 취업까지라는 사명으로  
입학과 동시에 진로 적성검사를 실시,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진로 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업 전문컨설턴트의 개인별 맞춤 
취업지도와 1대 1 상담, 그룹상담, 모의면접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LG화학, SKC, SK하이닉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대기업과 산학협력 및 주문식교육 협약을 체결, 대기업 취업맞춤반과 우수 
중소기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교내 분소설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상담실을 교내에 분소설치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컨설팅(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집중기업매칭, 취업자  
직장적응 사후관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1단계(진로 · 
경로 설정 단계)만 수행하여도 15~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만족도 높은 
취업집중 지도를 충청대학생들만이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
충청대학교는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입니다. 대학의 사명을 최고수준의 취업  
강교로 정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 1,500여 산업체와의 산학네트워크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 하고있으며, 현장실습형 커리큘럼과 첨단 기자재를 통한  
실무형 학습체제를 구축,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명품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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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경찰행정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경영회계과 
항공관광과 
호텔 · 바리스타전공 
일본어통역전공 
사회복지과

예체능계열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방송광고제작전공 
실용음악전공 
사회체육과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의료미용과 
치위생과 
식품영양외식학부 
미용예술과 
보건행정과 
식의약품분석과

공학계열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전기전자학부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국방의무부사관학부 
전자통신전공 
컴퓨터정보전공 
생명화공과 
소방안전과 
도시건설정보과 
품질경영과 
항공보안과

About the Department
학과소개

WAY TO [FUTURE]
준비된 시  작
특성화 대  학
충청대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특성화 대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MY POWER  
FUTUREsays: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Dept. of Nursing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자연과학계열 | Natural Science 자연과학계열 | Natural Science

4년제 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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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응급 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응급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소방공무원(구급대원), 대학병원 및 종합 
병원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해양경찰, 보건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급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 특색

학과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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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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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인재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 강화

ㆍ인성관련 교과목 및 체계적인 봉사 경력의 관리를 통한 인성강화교육

ㆍ최첨단 실습실 운영 및 국내 유수 의료보건기관에서의 핵심실무역량  
    강화교육

ㆍ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된 교수학습법 적용

보건의료분야 연구 및 행정가 양성을 위한 기획능력 강화

ㆍ기획연구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ㆍ관련분야 인사의 초청 특강 및 멘토 활성화

ㆍ비교과과정(동아리) 활동의 적극적 지원

세계화 시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ㆍ영어캠프(TOEIC) 운영으로 외국어 능력강화 교육

ㆍ국제교류 체계 구축 및 운영

    - 외국 간호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운영

    - 리더십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인턴십 운영 적극 지원

응급구조과는 나“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임상 및 현장에서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최첨단 
시뮬레이션 강의실과 기자재 활용으로 전문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BLS, ACLS Training Site 
지정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심장협회(AHA) 자격 과정과 한국형 전문소생술 
과정(KALS TS)을 운영하는 역량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전국 최고 수준의 합격률과 매년 1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 합격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취업 등 질 높은 취업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병원간호사(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ㆍ간호직 /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ㆍ산업장 간호사(기업체, 관공서, 호텔, 항공사 등) 
ㆍ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업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건의료기관 연구소, 손해보험회사 등) 
ㆍ의약/의료기기 관련업체

    (의약회사의 상담간호사, 의료기기 업체의 상담간호사 등) 
ㆍ개인창업(산후조리원, 요양원, 너싱홈 등) 
ㆍ기타(병원 연구간호사, 학교 연구원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공무원
    (소방서 119 구급대원, 교정직 공무원 해양 경찰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ㆍ의료기관(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ㆍ전문의무부사관 
ㆍ대기업산업체(삼성, LG 등) 의무실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2015.12.~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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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의료미용과
Dept. of Dental HygieneDept. of Medical Cosmetology

3년제3년제

자연과학계열 | Natural Science자연과학계열 | Natural Science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공중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 능력을 배양하며, 환자상담 및 병원 경영관리자로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치과위생사를 양성합니다.

의료미용과는 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미용전문가로서 국제적  
감각과 더불어 의료와 미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메디칼에스테틱, 호텔SPA, 화장품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색

ㆍ의료미용 전문가 양성

ㆍ중국어 특성화학과로 해외교환학생, 해외현장실습 참여

ㆍ실기교사 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3급) 취득

ㆍ국제 기능올림픽 피부미용분야 국제 심사위원(김기연 교수),  
     최초 은메달리스트(15학번 김은성) 배출

    - 14학번 KASF 국제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인숙)
    - 15학번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김은성)
    - 16학번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 우수상(김나래),
                 세종기능대회 금메달(양소라)
    - 17학번 전국기능대회 은메달(이슬, 조수현), 우수상(민나영)
    - 18학번 충북기능대회 금메달(이은주), 충남기능대회 동메달(방유진)

취득가능 자격증

ㆍ치과위생사 면허증 
ㆍ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ㆍ병원경영관리자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면허증(종합면허증), 실기교사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3급),  
미용사(피부, 네일)국가기술자격증, 간호조무사자격증, HSK(한어수평고시) 
3급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국가공인 SMAT, 아로마테라피, 화장품  
전문가 2급 외

학과 특색

치위생과는 2004년도에 충북권역에 처음 생겼으며, 졸업생들이 청주 및 
수도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다. 본 학과는“세치 식” 
행사를 통해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진다. 3학년 학생들이 
신입생들의 입안에 칫솔질 해주는 행사로서 학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의료복지구현을 다짐하는“치과위생사  
선서식”은 예비치과위생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이다. 또한 구강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6월9일“구강보건의 날”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교육과 치위생 봉사는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구강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며 구강보건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월 말에는 “구강보건 학술제”를 통해 각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학술발표 및 논문을 통해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피부과 / 성형외과 / 비만클리닉 / 한의원 
ㆍ실기교사(미용) 
ㆍ화장품회사 
ㆍ병원코디네이터 
ㆍ호텔스파 
ㆍ아카데미 교육강사 
ㆍ피부, 네일 살롱 창업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치과 병·의원 
ㆍ종합병원 
ㆍ보건소 및 보건지소 
ㆍ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 심사부)

ㆍ기업체 의무실 
ㆍ교육기관 
ㆍ프리랜서(교육 및 컨설팅) 
ㆍ기타 구강관련업체 등 
    (3M, GC, 오스템, LG생활건강 등)

12ㅣ2019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식품영양외식학부 미용예술과
Faculty of Food & Nutrition Dept. of Beauty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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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전공 / 호텔외식조리전공

21세기는 인간위주의 신산업사회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영양이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식품영양외식학부는 인간에게  
새롭고 다양하며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쾌적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웰빙 
생활을 위한 단체급식, 식품안전, 외식산업에 관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영양사, 조리사 및 제과제빵사, 식품개발의 자질함양과 산업현장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창의적 기술 개발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커리큘럼으로 현장감과 서비스능력을 겸비한 
미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실무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진정한 아름다움의 
연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색

미용예술과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분야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커트, 펌, 염색, 모발. 두피관리, 헤어스타일링 
등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헤어디자이너, 두피관리사, 미용매니저를 양성
하고 있으며, 뷰티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분장, 네일미용 등 전문지식을 
통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용인재를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미용 산업체들과 성공한 동문들의 장학금지원이 
많으며 NCS를 통한 산학 일체형 교육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명실
상부한 명문 미용학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취득가능 자격증

식품산업기사, 조주사(칵테일), 위생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산업위
생관리기사, 영양사, 한식 · 중식 · 일식 · 복어조리 기능사 및 조리기능장, 
조리실기교사, 푸드코디네이터 등

취득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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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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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외식조리전공 “우리는 외식산업 최고의 경영자 꿈과 희망을 키운다” 
ㆍ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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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미용실 
    (헤어디자이너, 미용매니저) 
ㆍ두피관리실, 병원 
ㆍ화장품회사(교육강사 및 영업) 
ㆍ메이크업샵
ㆍ웨딩업체

ㆍ네일샵 
ㆍ미용관련 개인창업 
    (미용실, 네일샵, 웨딩샵, 두피관리실) 
ㆍ방송국 분장실 
ㆍ미용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
ㆍ4년제 대학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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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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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 보건의료관리 분야의 맞춤형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보건행정, 의료정보, 의무기록,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미래 보건의료 행정 및 정보

관리 실무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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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특색

ㆍ보건직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ㆍ맞춤인재양성을 위한 NCS교육 강화

ㆍ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체결

ㆍ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ㆍ제 24회 의무기록사 면허 응시자 전원 합격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보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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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ㆍ질병관리 본부, 산업보건 진흥원

ㆍ생명 / 손해 보험회사(구상직 및 손해사정분야)
ㆍ제약회사 및 약국

ㆍ의료기기 회사 등
ㆍ일반 4년제 대학 편입 및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편입, 대학원 진학

식의약품분석과
Dept. of Food & Drug Analysis

자연과학계열 | Na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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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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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합니다.
ㆍ전국에서 유일한 학과라 취업에 유리합니다. 
ㆍ10분 거리에 제약회사가 모여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습니다. 
ㆍ제약업체 등 연봉이 높고 근무환경이 깨끗한 분야에서 일합니다. 
ㆍ주요과목 대부분이 실험실습이라 배우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전공 자격증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취업
할 때 에도 기업체에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갈 곳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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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제

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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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Dept. of Architecture

3년제

공학계열 | Engineering

”Learn to 건축, Run to 취업”
깊이 있는 실무교육! 현장실무중심 3년제 교육과정 운영 
2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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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두둑! 50여 산업협동업체의 산학장학금 특별지원

첨단 교육시설! 10개의 최첨단 실습실로 다양한 실무교육

학과 특색

취득가능 자격증

1인 2개 자격 취득지원

건축 산업기사,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등

ㆍ현장 실무 중심의 3년제 교육과정 운영

ㆍ9개의 첨단 실습실로 다양한 실무교육

ㆍ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기사 특강 운영

ㆍ50여 산학협동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장학금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인테리어디자인과
Dept. of Interior Design

공학계열 | Engineering

3년제

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에서의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프로젝트식 
교육, 실무중점 교육, 컴퓨터그래픽, 가구디자인 등을 공부하며,  
전공심화과정(1년)을 이수하면 4년제 정규학사 졸업장을 
받습니다.

학과 특색

ㆍ1:1 지도교수 전담제 실시

ㆍ전공 동아리 활성화(다양한 행사 진행)
ㆍ각종 국책사업 선정(2017년에는 명장 프로그램 선정)
ㆍ각종 공모전에 우수한 성적(2017년도 서울시 공모전 동상수상)
ㆍ심화과정 1년 이수하면 4년제 학사학위 취득으로 대학원 진학가능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감리사무소, 건축구조사무소, 종합건설회사, 
전문 건설회사, 건축설비관련업체, 건축자재회사, 인테리어사무소, 
건축직 공무원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전시디자인, 컴퓨터그래픽, 건축디자인, 가구디자인, 
건설업체 등

ㆍ실내건축(산업)기사 
ㆍ건축(산업)기사

ㆍ컬러리스트(산업)기사 
ㆍ전산응용 건축제도기능사

 ㅣ15충청대학교에서 을 봄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자 동 차 전 공 - 자동차정비 관련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할 수 있는 현장 적응형 자동차정비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항공정비전공 - 항공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항공정비교육을 수행

하고 있으며 2년간의 교육을 이수 후 학점은행제 항공정비 과정(1년)과 연계한 

학사 학위 교육을 통해 4년제 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특색

전기전자학부

Faculty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Faculty of Aviation, Automobile &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계열 | Engineering 공학계열 | Engineering

반도체장비전공 / 전기전공 기계설계전공 / 자동차전공 
/ 항공정비전공

전기전자학부는 반도체장비전공과 전기전공으로 구성된 27년  
전통의 학부로 현장중심의 전문 기술습득과 실질적인 산학협동,  
창업 · 전공 동아리 등의 학생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취업으로 지역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최고의 학부입니다.

학과 특색

벤처창업동아리, 전공동아리 운영
ㆍ자격증취득 전공STUDY그룹 이해기 
    현대 산업사회에서 전기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의무  
    채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기술자의 역할은 전기안전 등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전공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전공  
    동아리입니다.

ㆍ전기설비 연구회: 이춘모 
    기설비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에 유리한 특강을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ㆍS.D.C: 유영각 
    S.D.C는 공학을 사랑하는 모임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 / 하드    
    웨어 설계, 제작 및 연구를 통한 펌웨어를 구현하는 동아리입니다.

ㆍ행복오디오: 박용수 
    행복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앰프와 스피커 인클로져 개발을 통한 고객 맞춤형  
    오디오 시스템 제품 제작을 통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입니다.

ㆍ디지털시스템 &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회: 허윤석 
    DS Lab에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21C 에 중추적인 역할을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접목 및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 입니다.

ㆍ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연구회: 이은욱 
    제품 아이템 개발과 더불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설계 
    회의 및 세미나도 함께하는 동아리 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반도체장비전공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등

전기전공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공업계측 제어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반도체장비전공 
반도체, 전자제품 및 2차전지 관련업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 학, LG디스
플레이, 동부하이텍, 스템코, 현대모비스, LS산전, ITM반도체, 한화큐셀 등

전기전공 
전기관련 설계·공사·안전관리업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LS산전,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

취득가능 자격증

ㆍ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등

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손해사정사,   

    진단 평가사 등

ㆍ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면장,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기계설계전공 
기계, 자동차 분야 관련 기술직 공무원 및 전문직, 공작기계, 로봇, 항공기 및 선박 등의 
설계 및 제조분야, 의료기기를 비롯한 첨단 기계장비의 설계 및 제조분야, 반도체 제조 
및 검사장치, 물류 자동화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개발 분야 등으로 진출
하고 있다.

자동차전공 
국산 및 수입자동차회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자동차부품생산회사, 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손해보험회사, 신차 및 중고차인증 및 매매분야, 군 기술 부사관, 
대기업 시설보수 및 유지, 각종 차량관리업무분야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항공정비전공 
항공정비분야, 항공기 제작분야, 무인소형항공기 설계 · 제작조종분야, 공장자동화(PLC)
분야 프로그래밍, 유공압설계, 전자기계항공 융합산업분야, 그 외 육군3사관 학교 등

기계설계전공 
기계산업은 전통적인 공장형 제조방법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의 역량을 
요구하는 디지털직접제조방법(Direct Digital Manufactur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신의 3차원 
설계 프로그램 및 장비를 이용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

자동차전공 
국내 유명 자동차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스마트한 전자제어 및 친환경 
자동차의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자동차분야 글로벌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항공정비전공 
항공정비전공은 인문계 고등학교 항공정비 직업과정, 정규 2년제 전문대학과정,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의 항공기조종과정, 항공기정비과정의 4대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FAA의 교재사용으로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을  
대비함으로써 준비된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 항공정비교재는 FAA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의 FAA A&P licence나 유럽의 EASA 자격을 준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6ㅣ2019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국방의무부사관학부
Faculty of Military Medical Science

의무부사관전공 
 / 정보통신부사관전공

공학계열 | Engineering

충청대학교 국방의무부사관학부는 의무행정 지식과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하여 군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의무부사관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정보통신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학과 특색

전자통신전공

공학계열 | Engineering

전자컴퓨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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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들은 전자, 통신 및 S  /  W 관련 산업체에서 중견 기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색

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마트한 학과

ㆍ졸업 시 전자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학과

ㆍ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와 편입 연계협정으로 무시험 편입이 가능한 학과

ㆍ대기업 근무경력의 전임교수 비율이 높은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

ㆍ전임교수 강의시간 비율이 높아 고품질의 교육이 보장된 학과

ㆍ최신의 다양한 실습 기자재 보유로 알차고 즐거운 실습이 보장된 학과

ㆍ전자, 컴퓨터, 통신 관련 대기업 및 협력사 취업이 가능한 학과

ㆍ해외 IT 봉사의 기회가 있는 학과

취득가능 자격증취득가능 자격증

간호조무사, 2급 응급구조사, 수상인명구조원 및 수상인명구조 강사, 
일반응급처치강사 및 전문응급처치강사, 병원행정관리사, 의료보험사,  
요양보호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위드프로세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각 군의 의무부사관 임관

ㆍ각 군의 정보통신부사관 임관

ㆍ육군의 일반부사관 임관

ㆍ장교임관을 위한 육군3사관학교 편입

ㆍ각 군의 군무원  / 여군장교

ㆍ의료기관의 전산 / 사무 / 행정직, 병원간호조무사

ㆍ정보통신 방위산업체, 경찰 사이버 보안팀

ㆍ기술행정부사관(여군 포함),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요원

ㆍICT 관련 대기업, 네트워크 설계 및 유지보수 산업체

ㆍ일반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편입

Major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국방정보 통신전공 졸업 후 진로
ㆍ각 군의 의무부사관
ㆍ각 군의 정보 통신(정보체계) 부사관
ㆍ군사이버보안 요원, 군무원
ㆍ각 군의 일반부사관

각 군 부사관 임관

ㆍ일반병원 간호조무사
ㆍ병원행정관리사
ㆍ군사이버보안 요원, 군무원
ㆍICT 관련 대기업, 산업체

일반병원 / 산업체 / 공공기관

ㆍ의료관련학과 편입
ㆍICT 관련학과 편입

4년제 대학교 편입

ㆍ육군3사관학교 편입 장교임관육군3사관학교 편입

ㆍ의료기관 전산 / 사무직
ㆍ금융권 전산 / 사무직
ㆍ기업체 전산 / 사무직
ㆍ공공기관 전산 / 사무직

병원행정 사무관리 전산분야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반도체 분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기업 협력 
전자제품 제조 분야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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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전자산업기사 
ㆍ정보처리산업기사

ㆍ정보통신 산업기사 
ㆍ임베디드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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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공과

ㆍ1학년 과제전 운영으로 창의적 능력배양

ㆍ2학년 졸업작품전을 통한 전공실무능력고취

ㆍ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등 국고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산업

    실무인재 육성

ㆍ충북대학교 교육과정 연계협약으로 연도별 다수 진학생 배출

ㆍ화공 및 세라믹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열관리

ㆍ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ㆍ산업응용 -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

ㆍ안전관리 -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가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제약업체- 합성의약품, 그린바이오 및 레드바이오 업체

ㆍ화장품업체 - 천연 및 합성화장품, 생활용품제조 업체

ㆍ에너지 관련업체 - 정유 업체, 연료전지 및 태양광 업체

ㆍ정밀화학 업체 - 도료, 안료, 시약 제조업체

ㆍ신소재 업체 - 신소재, 합성수지

ㆍ그 외 기업체 - 반도체, 환경관련, 가스관련 업체

ㆍ화공기술직 공무원 및 4년제 대학편입

컴퓨터정보전공

Dept. of Biolog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공학계열 | Engineering

전자컴퓨터학부

컴퓨터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 정보전공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체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석유를 출발물질로 하는 석유정제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근간으로 
인간생활에 유용한 에너지 제공 및 다양한 화학제품을 대량생산

하는 기술에 관한 전통적인 화학공학에 근래의 기술트렌드인 
인간의 삶의질 제고를 위한 생명공학기술과 신재생 에너지기술을 
일부 접목한 첨단융합학과입니다.

학과 특색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 특색

우수한 취업여건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와 근접

높은 취업률 
충청대학 내 최상위권 취업률 및 유지율

최상위권 취업보수 
2년제대학 내 최상위권 초임연봉

최고의 경쟁력 
중부권 유일의 2년제 화공과

Major of Computer Information

ㆍ정보처리산업기사 
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 
ㆍ컴퓨터활용능력 
ㆍMOS

ㆍITQ 
ㆍICDL 
ㆍSCJP 
ㆍ전산회계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컴퓨터관련 산업분야 
ㆍ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분야 
ㆍ웹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ㆍ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 관련분야 
ㆍ기업체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분야

ㆍ웹서버 개발 및 관리분야 
ㆍ공무원 
ㆍ기업체 일반사무직 
ㆍ컴퓨터 벤처기업 창업

공학계열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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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과
Dept.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공학계열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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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적응형 소방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정보과

공학계열 | Engineering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건설 기술을 
활용 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과는 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사회기반시설 분야, 
도시계획 · 설계 및 공간 정보 분야에 실무 적응력이 탁월한 중견

기술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학과 특색

취득가능 자격증

측량 및 지형 · 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재료산업기사, 지적산업
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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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Urban and  
Civil Engineering

선도적인 산학협력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지역의 100여개 건설업체와 산학협력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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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회,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며 전공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억원의 학과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산학협력 건설사로부터 
학과장학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각종 도시건설정보현장을 
견학하여 실무감각을 익히며, 도시건설정보과의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무척 친밀합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소방공무원 
ㆍ방재안전직렬 공무원 
ㆍLG화학 방재센터 
ㆍ하이닉스 반도체 방재센터 
ㆍ삼성 방재 안전센터(기흥, 수원) 
ㆍ국영기업 및 대기업체 안전팀 
ㆍ소방시설 설계업체 
ㆍ소방시설관리사

ㆍ소방안전교육사 
ㆍ소방설비 생산업체 
ㆍ화재감식(경찰청) 
ㆍ소방안전관리자 등 
ㆍ소방간부 후보생 
ㆍ소방설비 관리업 
ㆍ소방안전 관련단체

ㆍ소방시설 공사업체

ㆍGS건설 - 12학번 김** 
ㆍ한화건설 - 06학번 임** 
ㆍ농어촌공사 - 08학번 정** 
ㆍ새한항업 - 12학번 박** 외 2명 
ㆍ성안기술단 - 12학번 정** 외 1명

ㆍ홍익기술단 - 10학번 김** 외 1명 
ㆍ인성종합건설 - 11학번 박** 외 1명 
ㆍENG정보기술 - 13학번 주** 
ㆍ외 다수의 건설업체로 취업

소방 시뮬레이터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포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 
테스터, Water테스터, 열감지테스터, 연기감지기시험기, 차압계, 불꽃감지기, 
산소농도계, 제연설비

학과 특색

ㆍ소방학개론 
ㆍ소방관계법규 
ㆍ소방전기회로

ㆍ소방유체역학 
ㆍ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ㆍ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주요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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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과품질경영과

공학계열 | Engineering

27년 전통의 전국 유일학과 / 최근 수년간 대기업 및 전공관련 순수 
취업률 충청대학교 최상위학과 / 품질경영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합격률 전국대학교 중 최상위 / 위력적인 취업 돌파력 / 다양한 
업종(자동차, 전기 / 전자, 기계, 화공, 반도체, 화장품, 제약, 식품업종 
등)에 취업 가능 / 모든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에 품질경영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등)의 항공보안 분야의 취업은 
물론 삼성S1, 휴먼TSS, ADT캡스등 일반 보안 분야에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명문학과로 정규 항공보안 인재양성 전문교육기관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서 특강과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철저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Dept. of Quality Management Dept. of Aviation Security

품질경영산업기사, 물류관리사, OA 관련 자격증, ISO9000 / 14000국제 
품질인증심사원 등

경비지도사, BLS(기본인명구조), 무도1단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공기업, 대기업 및 중견 / 중소기업의 제조관련 업종, 물류 / 창고업과 같은 
유통 및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품질관리, 품질

보증, 생산관리, 구매 / 자재관리, 창고 / 물류관리, 서비스경영 등 다양한 
부서로 취업이 가능함.

학과 특색

"취업기회 정말 많은 학과인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
ㆍ전국 유일의 품질경영 특화학과로 27년의 전통

ㆍ전국 전문대학중 국가자격인 품질경영산업기사를 가장 많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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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다양한 업종(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기, 전자,    
    화공)에 전공을 살려 취업가능 
ㆍ배우는 대부분의 과목도 품질과 생산과목, 기업이 취업을 의뢰하는  
    분야도 품질 생산분야!

학과 특색

ㆍ충청대학교 항공보안과는 200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 개설된   
    항공보안과로서 정규 항공보안 인력양성 전문기관이다. 
ㆍ교과과정으로는 보안검색 실무, 항공보안실무, 항공보안법, 경호학,  
    항공 테러 등을 교육을 하고, 더불어 무도(합기도)도 정규과목으로  
    되어있다.
ㆍ졸업후 진로는 인천, 김포, 제주, 청주 공항등은 물론 S1, 휴먼TSS, ADT  
    캡스 등 산업체 보안분야, 대전 ·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주요시설에 취업   
    하고 있다.
ㆍ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과 산학협동운영으로  
    견학 / 특강과 취업에도 연계하고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보안검색요원, 특수보안요원
ㆍ국제공항분야 
ㆍ첨단산업체 
ㆍ국가중요시설 
    (대전, 정부세종청사 등)

ㆍ항공사 
ㆍ해운항만

공학계열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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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과

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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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중심!
35년 전통의 충청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미래의 주역인 유아들이 
풍부한 감성과 바른 인성을 지니고 해맑게 자랄 수 있도록 안내

하는 참된 지식과 소양을 지닌 전문적인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색

취득가능 자격증취득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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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경찰공무원(순경) 
ㆍ9급 행정직(국가 및 지방) 
ㆍ9급 검찰사무직 & 법원공무원 
ㆍ9급 교정직 
ㆍ9급 교육직

ㆍ9급 소방직 
ㆍ9급 사회복지직 
ㆍ변호사 사무실 
ㆍ경비지도사 
ㆍ대기업 중소기업(인사 / 총무 / 기획)

학과 특색

ㆍ철저한 수험대비 프로젝트(모의고사실시)
ㆍ온라인 에듀스파(박문각) 연계프로그램 
    (수강료 할인, 모의고사, 동영상 무료, 수험정보제공 등)
ㆍ경찰행정과 전용 정독실 확충(쾌적하고 자료가 풍부한 공부 환경)
ㆍ도청 · 시청 · 법원 · 교도소 등 공공기관 체험학습(견학) 
ㆍ흥덕경찰서와 연계한 지구대 실습프로그램 운영

ㆍ졸업 후 전공심화(1년)연계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ㆍ자치경찰제 시행예정으로 2만 여명 신규 자치경찰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해 수업함

ㆍ태권도(무도) 실습수업과 이론수업의 적절한 병행

ㆍ유치원 2급 정교사 및 보육교사 2급 동시 취득 
    (4년제 유아교육과와 동일)
ㆍ전문교육을 통해 유아교사로서 철저한 교육관과 기본적인 자질 확립

ㆍ유아교육현장과 연계한 교육실습을 통해 유능한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 함양

ㆍ1인 1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공역량 강화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사립유치원 운영 및 유치원 교사

ㆍ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ㆍ국공립 유치원 교사

ㆍ동화작가 및 유아교육 관련 출판사 
ㆍ유아교육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머

ㆍ유치원 정교사 2급(4년제 유아교육과와 동일)
ㆍ보육교사 2급(4년제 유아교육과와 동일)
ㆍ동화구연지도사, 북아트지도사, 친환경생태교육지도사

3년제 3년제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인문사회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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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과아동보육과

영유아의 꿈과 행복을 키워주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품성, 영유아의 전인발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합니다. 아동발달전문가가 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가 될
아이들을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이끌어줄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경영회계과는 공 · 사 기업체의 경영관리 및 회계 · 세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현장맞춤형으로 학습하는 취업중심의 학과이며, 4,200여명의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후배의 취업을  
이끌어주는 전통의 학과입니다.

학과 특색

취득자격 및 취업처 취득가능 자격증

Dept. of Child Care & Education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가공인전산세무회계, 재경관리사, 회계정보 운용사, 
금융자산관리사, 투자상담사, 유통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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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영유아의 발달과 상담을 돋는 통합 보육교사

학과 특색

ㆍ충북 전문대학 중 유일한 경영·회계 전공 학과

ㆍ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홍익대학교와의 연계교육협약에 의한 4년제  
    대학 무시험 편입가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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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전임교수 전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보유한 학과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공 · 사 기업체

ㆍ은행 및 보험회사

ㆍ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 2금융권

ㆍ컨설팅 회사 
ㆍ회계법인 및 세무사 사무실

ㆍ유통 및 광고회사
ㆍ중소기업 자재 및 노무관리

ㆍ세무공무원

ㆍ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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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제

인문사회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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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년)

졸업 후(년)

졸업 후(년)

실무 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 2급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사회복지 2급 센터장 / 시설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통합  
및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애 통합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급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원장

직장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를 위한 선생님과 원장의 꿈 설계

희망을 나누는 사회복지사의 꿈 설계

사랑을 실천하는 장애특수보육교사의 꿈 설계

Faculty of Business  
&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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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과

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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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바리스타전공

호텔바리스타전공에서는 호텔 각 부서의 업무를 익히는 호텔직무 
교육과, 커피 바리스타 업무 교육을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을 따라 수업을 듣다보면 모든 재학생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 서비스인의 기본자세를 갖추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취득가능 자격증

항공예약발권자격증(CRS), 국외여행인솔자자격증(TC: Tour Conductor), 
비서자격증, 국가공인 SMAT 자격증, 심폐소생술자격증, 조주기능사자격증, 
와인소믈리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국내 및 국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ㆍ국내 및 국외 항공사 공항 여객운송직

ㆍ대기업 그룹 리조트 및 테마파크

ㆍ국제 브랜드 특급호텔 
ㆍ공항 및 국제 면세점

ㆍ기업체 비서 및 병원코디네이터

ㆍ대기업 여행사

Dept. of Airline & Tourism Major of Hotel · Barista

항공호텔관광학부

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학과 특색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항공관광과는 소중한 사람들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과 1:1맞춤교육을 통하여 실무 및 이론을 겸비한 항공관광 
서비스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 함양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색

전임교수와 현직 호텔리어로 구성된 강의진이 프런트 데스크와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호텔 각 부서의 업무를 익히는 실무수업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커피 수업을 통해 재학생 의 졸업 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전문 호텔리어를 육성한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호텔리어 
ㆍ바리스타 
ㆍ리조트 
ㆍ호텔 바 또는 칵테일 바 바텐더 
ㆍ와인 소믈리에

ㆍ호텔 및 공항 면세점

ㆍ외식산업체 
ㆍ이벤트기획 
ㆍ국제회의 기획 
ㆍ병원코디네이터 
ㆍ항공사 지상직

ㆍ4년제 대학 편입 등

ㆍ호텔서비스사 
ㆍ바리스타 
ㆍ조주기능사

ㆍ호텔관리사 
ㆍCS리더스 
ㆍ국내여행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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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일본어통역전공

일본어통역전공은 능숙한 일본어 구사력을 기르고 일본어 통 · 번역

및 현장실무능력이 탁월한 전문직업인으로 국제 경쟁시대를 선도

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재학중에 높은 일본대학 교환유학 파견률을  
자랑 하고, 졸업 후에는 국내 일본계기업 취업은 물론, 일본대학 3학년 
편입, 일본 현지취업 등 당신의 희망찬 미래 개척을 서포트합니다.

정부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사회복지사 관련 직업이 미래의 유망

직종 1위가 될 것으로 전망. 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과거에 가정에서 수행했던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살핌을 사회에서 맡아주어야 하기 때문.  
미래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Major of Japanese Interpretation 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케어 사회복지사, 실버 코칭상담사, 심리  
상담사 2급, 미술심리 상담사 2급

항공호텔관광학부

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이용시설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노인보호전문기관, 이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생활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 관련기관(쉼터, 재가복지기관, 지역자활 
센터 등), 그 외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 무시험 편입학 연계(꽃동네 
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

ㆍ일본어 번역사 
ㆍ관광통역안내원 
ㆍ관광안내원 
ㆍSJPT인정서

ㆍJLPT(일본어능력시험)인정서 
ㆍJPT인정서 
ㆍ일본정보처리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일본 취업

호텔, 무역회사, 일반회사, 여행사, 전통료칸

국내기업

일본계회사, 대기업(삼성, LG, 하이닉스등), 오창과학단지, 호텔, 면세점,  
통역사 / 번역사, 백화점

편입

일본대학 
자매대학 3학년에 편입학, 졸업시 4년제 학사학위취득, 일본현지취업

편입 
국립대학,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취득가능 자격증

연간20명 일본 자매대학 교환유학

일본내 4개 자매대학에 한 학기~1년 코스로 교환유학 파견

국비지원 장기 일본인턴쉽

교육부 및 고육노동부 주관 국고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연수도 받고 
학점도 취득용

일본문화체험

하계 · 동계방학은 일본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힙니다.

높은 자격증 취득율

평균 1학년은 JLPT.N2 / JPT 650점 2학년은 JLPT N1 JPT850점 목표

특화된 취업 전략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일본현지 및 국내 일본계 기업취업

학과 특색

첫째, 미래사회 유망직종 1위 사회복지사!
학부중앙고용정보원에서는 사회복지 관련직이 유망직업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실무교육!
전문화된 실무형 사회복지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과에서는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로와 자격증이 다양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2급, 케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넷째, 세대를 초월한 성인교육의 전당!
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는 야간 2년제와 학사학위 4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졸자들이 입학을 원하는 학과!
사회복지과의 장래성은 대졸자들의 재입학 선호도로 알 수 있습니다.

24ㅣ2019 충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시각디자인과

예체능계열 |  
Arts & Physical Education

디자인으로 하나 되는 세상, 충청대학교 시각디자인과가 추구하는 

‘Designship’의 세상입니다. ‘나’를 디자인하고, ‘정보’를 디자인

하며, 나아가서는 ‘사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수요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현장 맞춤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패션디자인과

현대 패션산업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미적 감각과 의류제작 기능을 
갖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패션디자인, 패션  
마케팅, 가죽가방디자인, 한국의복구성, 패션액세서리디자인,  
온라인 쇼핑몰운영실습, 팻패션상품디자인, 캡스톤디자인 등 산업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패션실무와 이론교육에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취득가능 자격증

Dept. of Fashion Design

학과 특색

패션디자이너, 패턴메이커, 패션코디네이터, 샵마스터, 패션머천다이저,  
패션바이어, 한복디자이너,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이벤트기 획자, 패션기자, 
패션숍오너 등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ㆍ샵마스터 
ㆍ패션스타일리스트 
ㆍVMD

ㆍ양장기능사 
ㆍ한복기능사

ㆍ디자인실기교사 
ㆍ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ㆍ시각디자인(산업)기사 
ㆍ시각디자인기사

ㆍ직업훈련교사 
ㆍ광고도장기능사 
ㆍ포장산업기사

ㆍ컬러리스트

ㆍWorld Class College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해외 현장실습, 해외 인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여 글로벌 패션시장 진출을 도모함

ㆍ패션가죽가방디자인, 패션액세서리디자인을 평생직업교육대학 비학위  
    프로그램과 연계한 블록학기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하여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함

디자이너로 취업하고 -졸업 후 취업 분야
편집기획 및 디자인, 광고디자인, 기업 홍보실, 옥외광고 디자인, 포장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및 상품개발, 일러스트레이션, 웹디자인,  
웹에이전시, 인터넷 쇼핑몰, 인터페이스디자인(UX), 어플리케이션 개발,  
문화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에니메이션 및 게임관련업체, 초 · 중등 실기교사 등

디자인으로 편입하고 - 졸업 후 편입대학 및 학과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미디어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연계협약)),  
홍익대학교(시각디자인과, 광고홍보학과), 호서대학교(광고홍보학과, 시각 
디자인과), 청주대학교(시각디자인과), 대전대학교(시각디자인과), 한남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우송대학교(시각디자인과) 등

디자인과로 유학가고 - 졸업 후 유학대학 및 학과
‘90 윤**
일본 쭈구바대학 산업디자인과(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96 백**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그래픽디자인과

‘06 조**, 추**
대만 건국과학기술대학교 상업설계과

예체능계열 |  
Arts & Physical Education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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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전공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방송광고제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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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교/강사진들이 음악전반의 
이론학습과 실기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최고의 시설과 악기보유를 자랑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목표에 맞춰 각 전공별 1:1 개별레슨과 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능력있는 음악인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Major of Applied Music

보컬 트레이너 1 · 2급, 밴드앙상블 지도자 1 · 2급, 피아노 조율사, 무대예술 
전문인(무대, 조명, 음향)

학과 특색

예술학부 예술학부

대중가요가수, 레코딩, 엔지니어, 세션연주자, 음악실기교사, 음악학원
운영, 기획사, 4년제 편입 및 해외유학

ㆍ영상전문인 자격증2급, 3급(분야 - 연출, 촬영, 편집) 
ㆍAdobe(영상) 및 Protoo(음향)자격증

취업
지상파 방송국, CF 프로덕션(PD / AD / FD), 웹PD(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자, 
방송제작자), 비디오저널리스트(VJ), 공중방송국, 케이블 TV 방송 관련업체,  
언론 / 공공기관 기업체의 광고홍보부서, 광고대행 및 제작사, 이벤트 
프로모션 / 마케팅 리서치 관련회사 등

편입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영상제작관련학과, 언론정보, 신문방송학과, 광고 
영상제작, 연극영화과 등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가능

취득가능 자격증

ㆍ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한 실무교육 중점

ㆍ국내최고 녹음실, 미디실을 통한 컴퓨터(미디)음악 및 레코딩

ㆍ실용음악 관련 자격증 부여(보컬트레이너 지도자 자격증 1,2급 등)
ㆍK-Pop 및 공연기획 연출전공 마련으로 다양한 전공선택

ㆍ전공 및 부전공 1:1 도제식 강의실시

Major of Television  
& Advertising Production

예체능계열 |  
Arts & Physical Education

예체능계열 |  
Arts & Physical Education

ㆍ높은 취업률! 산업체 연계 및 자격증, 공모전 수상으로 취업 100%에  
    도전합니다.
ㆍ청주 KBS, MBC, CJB등 방송국 및 신문사 30여개 업체와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ㆍ충북지역 제1의 방송우수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ㆍ전공 관련 4년제 대학과의 연계로 무시험 3학년 편입 가능합니다.
ㆍ방송 및 광고 분야 제작경력 20년 이상의 실무중심 교수진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ㆍ입학 후 방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업  
    성취도와 취업적응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물을 YouTube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YouTube에“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전공”을 입력해 보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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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과

예체능계열 |  
Arts & Physical Education

사회체육과의 목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우주환경과 인간

과의 철학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방향, 방법을 제시한 체육 · 스포츠 교육을 통하여 이론과 
실기를 습득 하고 실천적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 하고,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는 유능한 사회체육지도자를 육성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분야

취득가능 자격증

Dept. of Sport Leisure &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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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스킨스쿠버, 스키강사, 퍼스널 트레이너

ㆍ충북체육회 및 시 · 군 체육회 
ㆍ충북장애인 체육회 및 시 · 군 
    체육회 
ㆍ경찰

ㆍ실기교사

ㆍ군인

ㆍ생활체육 스포츠강사 
ㆍ전문체육 생활체육지도자

ㆍ태권도, 합기도, 검도 체육관  
    사범 및 관장

ㆍ스포츠 센터

학과 특색

ㆍ1993년 사회체육과 개설(23 년)현재 약 1100명의 졸업생 배출

ㆍ국가자격 3급 생활체육 지도자연수원 17년간 운용

ㆍ학과를 대표하는 종목별(합기도, 태권도, 에어로빅) 시범단 운영

ㆍ실기시범을 통한 작품발표회 매년 개최 
ㆍ우수선수 육성 사업추진

ㆍ지역사회, 체육 관련 행사에 참여 인성과 품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

ㆍ국가자격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ㆍ체육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ㆍ체육실기 교사자격 취득(초 · 중등교육법 21조 제2항 2호 자격 의거)
ㆍ1인 4종목이상 체육관련 자격증 취득

ㆍ1인 2종목이상 종목별 심판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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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29P-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ㆍ32P-전형일정ㆍ32P-면접(실기)고사ㆍ

33P-지원자격 및 동점자 처리 기준ㆍ33P-전형별 성적반영ㆍ37P-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ㆍ38P-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온라인 제공 관련사항 안내ㆍ38P-등록(확인예치)금 납부안내ㆍ39P-등록 

(확인예치)금 환불방법ㆍ40P-기숙사 안내ㆍ40P-장애학생지원 관련 안내ㆍ

40P-장학제도 안내ㆍ41P-수험생 유의사항ㆍ42P-학부(과,전공)별 입학전형 

상담교수안내

충청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가.수시모집 1차

01
계열 모집단위

학과
코드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 일반 특별 모집인원 대졸 농어촌 기초 성인재직 외국인

자연과학

간호학과(4년제) 84 90 50 50 21 12 6 3

응급구조과(3년제) 87 40 34 34 8 4 1 1 2

의료미용과(3년제) 22 39 35 15 20 8 1 1 1 4 1

치위생과(3년제) 81 75 40 40 7 5 1 1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60 80 78 78 9 1 1 1 5 1

미용예술과 23 40 37 17 20 12 1 1 1 8 1

보건행정과(3년제) 31 36 33 32 1 6 1 1 1 3

식의약품분석과 19 40 38 38 6 1 1 1 2 1

공학

건축과(3년제) 55 35 32 25 7 4 1 1 1 1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56 35 32 20 12 4 1 1 1 1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35 120 83 61 22 6 1 1 3 1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정비전공

45 102 90 80 10 2 1 1

국방의무부사관학부
의무부사관전공
정보통신부사관전공

63 70 64 64 3 1 1 1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 69 30 27 20 7 4 1 1 1 1
컴퓨터정보전공 66 30 27 24 3 5 1 1 2 1

생명화공과 78 62 59 54 5 6 1 1 1 2 1

소방안전과 75 60 36 33 3 5 1 1 2 1

도시건설정보과 70 35 31 18 13 5 1 1 2 1

품질경영과 77 30 27 22 5 5 1 1 2 1

항공보안과 68 42 40 40 7 1 1 4 1

인문사회

경찰행정과(3년제) 50 50 40 40 4 1 1 1 1

아동보육과(3년제) 32 35 32 32 7 1 1 1 4

유아교육과(3년제) 76 53 47 47 5 2 3

경영회계과 01 50 35 17 18 5 1 1 2 1

항공관광과 13 31 24 24 3 1 1 1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14 30 27 25 2 6 1 1 1 2 1
일본어통역전공 07 30 27 22 5 6 1 1 1 2 1

사회복지과 33 56 39 39 12 1 1 1 8 1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44 46 40 25 15 4 1 1 1 1

패션디자인과 79 30 26 26 4 1 1 1 1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전공 12 31 27 17 10 4 1 1 1 1
실용음악전공 82 33 14 14 6 1 1 3 1

사회체육과 73 40 34 19 15 4 1 1 1 1

합계 1,606 1,305 1,112 193 203 51 4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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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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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시모집 2차

계열 모집단위
학과
코드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 일반 특별 모집인원 대졸 농어촌 기초 성인재직 외국인

자연과학

간호학과(4년제) 84 90 20 20 19 12 3 4

응급구조과(3년제) 87 40 4 4 0

의료미용과(3년제) 22 39 3 1 2 0

치위생과(3년제) 81 75 30 30 5 2 1 2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60 80 1 1 0

미용예술과 23 40 2 1 1 0

보건행정과(3년제) 31 36 2 1 1 0

식의약품분석과 19 40 1 1 0

공학

건축과(3년제) 55 35 2 1 1 0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56 35 2 1 1 0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35 120 35 26 9 1 1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정비전공

45 102 10 8 2 4 1 1 1 1

국방의무부사관학부
의무부사관전공
정보통신부사관전공

63 70 5 5 0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 69 30 2 1 1 0
컴퓨터정보전공 66 30 2 1 1 0

생명화공과 78 62 1 1 0

소방안전과 75 60 22 20 2 0

도시건설정보과 70 35 2 1 1 0

품질경영과 77 30 2 1 1 0

항공보안과 68 42 1 1 0

인문사회

경찰행정과(3년제) 50 50 5 5 0

아동보육과(3년제) 32 35 2 2 0

유아교육과(3년제) 76 53 3 3 0

경영회계과 01 50 10 5 5 0

항공관광과 13 31 6 6 0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14 30 2 1 1 0
일본어통역전공 07 30 2 2 0

사회복지과 33 56 15 15 0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44 46 3 2 1 0

패션디자인과 79 30 2 2 0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전공 12 31 2 1 1 0
실용음악전공 82 33 9 9 2 2

사회체육과 73 40 4 2 2 0

합계 1,606 214 181 33 31 15 6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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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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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시

계열 모집단위
학과
코드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 일반 특별 모집인원 대졸 농어촌 기초 성인재직 외국인

자연과학

간호학과(4년제) 84 90 20 20 3 3

응급구조과(3년제) 87 40 2 2 1 1

의료미용과(3년제) 22 39 1 1 0

치위생과(3년제) 81 75 5 5 0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60 80 1 1 1 1

미용예술과 23 40 1 1 1 1

보건행정과(3년제) 31 36 1 1 3 1 1 1

식의약품분석과 19 40 1 1 2 1 1

공학

건축과(3년제) 55 35 1 1 2 1 1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56 35 1 1 2 1 1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35 120 2 1 1 3 1 1 1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정비전공

45 102 2 2 1 1

국방의무부사관학부
의무부사관전공
정보통신부사관전공

63 70 1 1 1 1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 69 30 1 1 2 1 1
컴퓨터정보전공 66 30 1 1 3 1 1 1

생명화공과 78 62 2 2 1 1

소방안전과 75 60 2 2 1 1

도시건설정보과 70 35 2 1 1 1 1

품질경영과 77 30 1 1 1 1

항공보안과 68 42 1 1 0

인문사회

경찰행정과(3년제) 50 50 5 5 0

아동보육과(3년제) 32 35 1 1 1 1

유아교육과(3년제) 76 53 3 3 0

경영회계과 01 50 5 3 2 1 1

항공관광과 13 31 1 1 0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바리스타전공 14 30 1 1 1 1
일본어통역전공 07 30 1 1 1 1

사회복지과 33 56 2 2 1 1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44 46 3 2 1 0

패션디자인과 79 30 2 2 1 1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전공 12 31 2 1 1 0
실용음악전공 82 33 10 10 0

사회체육과 73 40 2 1 1 0

합계 1,606 87 80 7 35 8 18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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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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02
구분

전형기간
비고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대학자율모집

원서접수
2018.9.10(월)

 ~ 2018.9.28(금)
2018.11.6(화)

~ 2018.11.20(화)
2018.12.29(토)
~ 2019.1.11(금)

2019.2.14(목)
 ~ 2019.2.28(목)

모든 전형 접수가능

면접(실기) 일시 2018.10.6(토) 2018.11.24(토) 2019.1.16(수) 미실시 3번의 면접(실기)참조

합격자 발표 2018.10.12(금) 2018.11.29(목) 2019.1.24(목) 수시 본 대학 홈페이지, SMS

합격자 등록기간
2018.12.17(월)

~ 2018.12.19(수)
2019.2.11(월)

~ 2019.2.13(수)
수시

본 대학 지정 납부처
등록마감일 17:00까지

충원합격 및 등록 2018.12.20(목) ~ 12.28(금)
2019. 2.28(목) 18:00까지 
2.26(화) ~ 28(목)일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시
타 대학 등록자는 제외

면접(실기)고사03
응시대상 면접(실기)고사를 실시하는 학부 / 학과 지원자(단, 재외국민, 외국인 지원자는 제외)

일시 및
장소

수시1차
2018.10.6(토) 오전 10시 해당학과 지정장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대상자에 공지 후 면접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수시2차
2018.11.24(토) 오전 10시 해당학과 지정장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면접대상자에 공지 후 면접일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정시
2019.1.16(수) 오전 10시 해당학과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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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전공만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참조”

유의사항

- 수시모집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불합격”처리함.

  단, 입원, 군복무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 대학 입학처로 증빙

  자료를 보내고 유·무선으로 면접을 시행함.

- 정시모집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0”점 처리하고 사정대상자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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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전공 40,000원(단, 공연기획 / 연출은 20,000원)
                   인터넷 접수 ▶ 일반학과 25,000원, 실용음악전공 45,000원(단, 공연기획 / 연출은 25,000원) 위탁수수료 5,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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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동점자 처리 기준04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인터넷 접수자는 제외)
2)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2014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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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반영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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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
전공

음악 - 80%(400점) 20%(100점) 100%(500점)

공연기획  
및 연출

80%(400점) - 20%(100점) 100%(500점)

1) 모집인원의 100%를 지원자의 석차등급, 면접(실기)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2) 간호학과는 수능최저등급 적용

   - 국어, 수학, 영어영역 중 2개영역의 합이 9등급 이내(단, 영어영역 필수)
3) 대졸자 전형 지원자는 학생부성적 대신 대학성적 백분율을 적용하여 타 전형과 동일한 성적비율로 선발(정시모집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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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00점) - - - 100%(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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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00점) - - 40%(200점) 100%(500점)

실용음악
전공

음악 - - 80%(400점) 20%(100점) 100%(500점)

공연기획  
및 연출

80%(400점) - - 20%(100점) 100%(500점)

- 정시모집 

- 특별전형(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자격

전문(직업)과정 졸업자
- 특성화(전문계), 체육계 고등학교졸업(예정)자
- 통합형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일반계 직업과정 졸업(예정)자

70

추천자

- 교사 추천자 57
- 본대학 교직원 추천자 61
- 체육관련협회 추천자 81

특기자

- 본 대학 주최 각종경진대회 입상자(가산점부여: ※별표2 참조) 74
- 전국 및 시 ·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산점부여: ※별표2 참조) 75
- 각종 무도, 무술 유단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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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82
- 편부모 가족 83
- 각종 유공자 84
- 충청지역 고등학교 졸업  /  졸업예정자 60
- 충청지역 내 거주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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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참조>
※학부(과)별 성적환산 총점 + 가산점(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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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역 배려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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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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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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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일 기준(2019. 3. 1)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25세 이상인 자(1994. 2.28 이전 출생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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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6일(토) 10:00 본 대학 지정된 고사실 또는 면접실
- 수시2차 모집: 2018년 11월 24일(토) 10:00 본 대학 지정된 고사실 또는 면접실
- 정시모집: 2019년 1월 1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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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
자작곡 1곡

-연주곡, 노래곡 모두 가능 

- 연주 도중, cut할 수 있음.
- 코드 초견 연주를 요청할 수 있음.
- 당일 현장에서 주어진 코드에, 멜로디 작곡(가창)을 요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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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성악
 - 이태리, 독일 가곡 中 택1한 자유곡 1곡 연주.
 - 반주자 1인 대동 가능하며, 무반주 연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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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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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형 가산점 부여

구분 가산점

평가요소별 반영 배점기준

비고
본 대학 경진대회

KASF미용기능
경기대회

전국기능
경기대회

시·도별 
기능경기대회

전체
학부(과)

50 대상
장관상

올림픽위원장상
대회장상

금상 -
- 본 대학 주최 각종경진대회 
  입상자는 1~5위까지 수상실적만
  반영함.
 
- 전국(시·도)기능경기
  대회는 금상 ~ 우수까지의
  수상실적만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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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06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방법

- 교과목 및 검정고시성적 등급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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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2013년 2월 졸업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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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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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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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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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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안내08
지원차수 일자 비고

수시(1,2차)모집 2018.12.17(월)~12.19(수)
본 대학 지정 납부처 / 등록마감일 17:00까지

정시모집 2019.02.11(월)~02.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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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온라인 제공 관련사항 안내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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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2013년 2월 졸업자 포함)는 온라인 제공 대상에서 제외
3.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라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 자료제공 
    비대상교 출신자는 본 대학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제출
4. 2013년 2월 이전 모든 졸업자(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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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자의 성적
    데이터를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제공됩니다.[제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2019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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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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신입생기준 등록금 내역(입학금 및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음) 

계열별 / 학과별
구분

비고
입학금 등록금 합계

인문사회

경찰행정과(3년제) 
경영회계과 
항공관광과
항공호텔관광학부

475,800 2,468,000 2,943,800

- 수시 1, 2차 합격자(충원합격포함)등록
  확인예치금 300,000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 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에는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아동보육과(3년제)
유아교육과(3년제)
사회복지과

475,800 2,528,000 3,003,800

공학 예·체능
모든 학부(과) 475,800 3,043,000 3,518,800
국방의무부사관학부 475,800 2,756,000 3,231,800

자연과학

의료미용과(3년제)
보건행정과(3년제) 
식품영양외식학부
미용예술과
식의약품분석과

475,800 3,043,000 3,518,800

간호학과(4년제) 
응급구조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475,800 3,110,000 3,585,800

※등록확인예치금은 입학등록금의 일부로서 2019학년도 입학등록금 확정 후, 기 납부한 등록확인예치금을 공제한 차액의 입학등록금을 등록기간 내
    [2019.2.11(월) ~ 2.13(수)]에 본 대학에서 지정한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등록(확인예치)금 환불방법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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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을 경우 본 대학 입학처로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불량 등의 사유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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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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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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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제출서류

1) 지원자(학생) 통장으로 반환할 경우 - 지원자통장사본
2) 보호자(부모) 통장으로 반환할 경우 - 보호자(부모)통장사본
                                                      - 보호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학포기서 제출서류(FAX 제출: 043-23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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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안내[2018학년도 기준] 2019학년도 기숙사비는 변경될 수 있음10
구분 기숙사비 급식희망자 비고

제1생활관(남) 3인 450,000원
- 조식: 2,800원
- 석식: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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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안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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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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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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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충북인재양성재단장학, 지적장학회,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 군부사관장학, 의용소방대자녀장학, 청주서부라이온스 클럽장학, KT&G장학, KT희망 
나눔재단장학, 김동진장학, SGI장학, 문곡장학, 총동문회장학, 충청대학교교수장학, 충청대학교직원장학, 기타 교외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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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관련 문의: 학생복지팀(043-230-2023~4)

장애학생지원 관련 안내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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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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13
전문대학 공통 유의사항

1.우리대학은 전체학과에 수시6회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음.
2. 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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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29(토) - 2019. 1. 11(금)까지입니다.
   2.26(화) ~ 2.28(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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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수시모집 최초합격(충원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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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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전공)별 입학전형 상담교수 안내

계열 모집단위
상담교수 학과사무실

성명 연구실 전화 전화 홈페이지 주소

자연과학

간호학과(4년제) 반금옥 043)230-2774 043)230-2770 http://nurse.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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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미용과(3년제) 원윤경 043)230-2448 043-230-2440 http://mbeauty.ok.ac.kr

치위생과(3년제) 김경미 043)230-2663 043)230-2660, 2666 http://dh.ok.ac.kr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이윤호 043)230-2195 043)230-2190, 2260 http://ok.ok.ac.kr

미용예술과 이숙연 043)230-2443 043)230-2447 http://pimi.ok.ac.kr

보건행정과(3년제) 전윤희 043)230-2368 043)230-2367 http://medinfo.ok.ac.kr

식의약품분석과 황갑성 043)230-2284 043)230-2280 http://pharm.ok.ac.kr 

공학

건축과(3년제) 김용환 043)230-2331 043)230-2330 http://arch.ok.ac.kr 

인테리어디자인과(3년제) 김남식 043)230-2384 043)230-2380 http://interior.ok.ac.kr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유영각 043)230-2271 043)230-2270, 2350 http://ee.ok.ac.kr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자동차전공
항공정비전공

이준서 043)230-2365 043)230-2360, 2366 http://aam.ok.ac.kr

국방의무부사관학부
정보통신부사관전공
의무부사관전공

김승환 043)230-2321 043)230-2670 http://nco.ok.ac.kr

전자컴퓨터학부
전자통신전공 김용민 043)230-2323 043)230-2420 http://dec.ok.ac.kr

컴퓨터정보전공 이  찬 043)230-2413 043-230-2410 http://computer.ok.ac.kr

생명화공과 노윤찬 043)230-2304 043)230-2300 http://biochem.ok.ac.kr

소방안전과 최기봉 043)230-2341 043)230-2340 http://fire.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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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과 김길동 043)230-2373 043)230-2370 http://qm.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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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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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과(3년제) 문종철 043)230-2463 043)230-2467 http://educare.ok.ac.kr

유아교육과(3년제) 김민정 043)230-2214 043-230-2210 http://child.ok.ac.kr/

경영회계과 윤창훈 043)230-2172 043)230-2140, 2390 http://biz.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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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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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통역전공 이을순 043)230-2472 043)230-2486 http://japan.ok.ac.kr

사회복지과 황미영 043)230-2462 043)230-2460, 2466 http://welfare.ok.ac.kr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이은주 043)230-2235 043)230-2230 http://design.ok.ac.kr

패션디자인과 양경애 043)230-2183 043-230-2180 http://fd.ok.ac.kr/

예술학부
방송광고제작전공 서정범 043)230-2481 043)230-2486 http://tv.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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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체육과 박인태 043)230-2402 043)230-2400 http://sports.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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