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수연구동

2015학년도 청주대학교

정시모집요강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신수도권 명문대학,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가
학생중심·교육중심의
가치 실현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여는 대학,
학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만이
더 큰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여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청주대학교는 학생중심, 교육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1만 2천여 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2015년에도 변함 없이 이어갈 청주대학교의 교육철학입니다.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소통의 힘으로,
좋은 교육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과 믿음으로,
학생중심·교육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자부심으로,
신수도권 명문대학으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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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학생중심, 교육중심 대학
청주대학교가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께 힘찬 격
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12년간 학업에 매진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해온 이유는 대학이 여
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대단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청주대학교는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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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광복 후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67년의 역사와 전통, 세계
29개국 160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대학생활 내내 인성지도에서부터 취업지도까지 세심하게 돌
봐주실 ‘책임지도교수제’ 등 청주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장학·학사제도를 통해 중
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조선일보가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와 함께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외국인 교원비율 국내 11위, 외국인 학생비율 26위에 오르고, 지난 10여 년간 3천
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캠퍼스를 건설하는 등 ‘국제화에 강한 대
학’으로 발돋움하며 실력 있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항
공정비 복합단지와 손을 잡고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연구 추진에 매진하는 등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우량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더욱이 우리 대학교가 위치한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KTX역이 인근에 위
치해 있고, 경부·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청원군과의 통
합으로 앞으로는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교통,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천안과 청주공항
을 잇는 수도권 전철 사업의 착수에 따라 청주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신수도권 명
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꿈을 실현하고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최상의 여
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교수와 직원들, 그리고 9만여 명의
동문 선배들은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청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펼치십시오. 준비된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
로서 당당히 세계에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
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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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PECIAL

Special
Messenger

우리는
청대가 키워낸
열정
크리에이터
입니다

-

사회복지학과 3학년

김미현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과

홍혁기

진짜 나를 발견하는 지혜가 모여 꿈이 됩니다.
학생의 꿈이 더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청주대학교는 별처럼 많은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도전과 열정이 힘을 얻어
-

뜨거운 에너지가 되고,

환경공학과 3학년

그것이 청대인의 심장을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임하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대인이 새로운 내일을 창조합니다.

행정학과 08학번

이재철

경영대학원 1학기

자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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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나를 발견해요

”

청주대학교 홍보대사 ‘청연’ 회장

김미현 사회복지학과 3학년
청주대학교의 얼굴,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5기 홍보대사 회장을 맡고 있어요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청주대학교가 좋아요

1학년 때 우리학교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홍보대사는 곧 우리학교의 얼굴이라는 생각

“청주대는 어떤 대학인가요? 무엇이 강점인가요?”

처음엔 막연히 학교를 알리는 도우미 정도로만

때문인지 건강한 대학생이 되려고 노력하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생각했는데, 3년째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를

됩니다.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날엔 학생들의

가운데 하나인데요. 학교시설이나 건물, 프로그램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시선을 많이 받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등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중 동문파워와

학교의 굵직한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데,

왠지 모를 자부심도 생겨나고요. 더 자신 있는

국제교류를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대학박람회와 고등학교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동문이 9만 명이 넘는데, 모두 사회의 귀감이

방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설명하는

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학생들이나 외부 손님들과 함께 하는 버스투어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큰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다른 대학 친구들과

홍보대사의 역할이 가장 도드라지는 행사예요.

소득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 대한 자신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학교가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학교를 천천히 둘러보는 1시간 동안 건물부터

많이 커졌습니다. 간혹 학교투어버스를 탔던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특징과 프로그램까지 두루 설명을 해야

고등학생이 후배가 되어 알아볼 때가 있는데,

중부권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는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그때의 묘한 뿌듯함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청주대학교를 선택하라고, 사랑하자고

같아요. ‘아,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커지는 순간이거든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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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농촌을
디자인하는 꿈,
이제부터
시작이죠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winner)
경기도 공공디자인공모전 동상 수상

홍혁기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저의 출품작, ‘로터스 글래스 하우스

동기와 선배, 교수님과의

농촌을 바꾸는

(Lotus Glass house)’를 소개합니다

지식 공유를 통해 실력을 키워요

멋진 디자인 아이디어에 도전합니다

시골 할아버지 댁을 자주 찾으면서 농가의 이런저

평소 교수님들께서 외관에만 치중한 디자인이

졸업하면 농촌지역과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런 안타까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농기구나

하나가 단 한 번의 폭설로 주저 앉는 비닐하우스였

아름다운 디자인을 고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촌환경디자인 분야에서 농촌을 더 살기

습니다. 학교에서 늘 배우고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디자이너가 사물과 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편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생각에

있으면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보니 도전하고 싶었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생각을 더해 멋진 디자인을 접목해보고 싶어요.

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계절 내내 난방과 환기, 제

특히 공동작업을 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주말농장처럼 농촌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앞으로

설이 쉬운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

서로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늘어날 테니 제가 할 일 또한 많아지지

가 비닐하우스 상단에 뾰족하게 모아지는 구조물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집단지성의 힘을

않을까요?

을 달아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여름에는 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산업디자인학과가

단의 구조물이 열려 비와 햇살이 비닐하우스 안으

8년 연속으로 레드닷 본상을 수상해온 저력도

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디자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도 뛰어나죠.

고민하는 집단의 노력이 개인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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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아이디어로
초록지구를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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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그린어스’ 회장
초록지구 캠페인 기획

임하진 환경공학과 3학년
이면지로 만든

초록지구를 만드는

환경운동가 혹은

친환경 노트를 나눠드려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 함께 해요

에코 디자이너가 된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린어스(Green Us)는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지난 여름방학에는 청주 성안길에서 초록지구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아 항상 수첩에 생각이

환경을 생각하고 뭔가를 실천해보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벌였는데,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는데, 지금 그린어스

만든 동아리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어서 얼마나 흥이 났는지

활동을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 둘 실현하고

지켜야 하는지 알리고, 실생활에서 참여할

몰라요. 안 쓰는 넥타이로 팔찌와 카드 홀더를

있어요. 테이크 아웃 컵으로 화분 만들기,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유리병 뚜껑에 구멍을 내서 저금통을

잔반 없애기 캠페인, 안 쓰는 펜 모아 제3국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1년 남짓

만들고, 폐휴지심으로 방향제통을 만들어

보내주기 등도 제 수첩 어딘가에 적혀있던

된 신생 동아리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캠페인을

선보였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도 보고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캠페인을 기획하고

벌여왔어요. 그 가운데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배우는 시간도 갖고, 판매도 꽤 많이 했어요.

진행하다 보니 제 진로에도 구체적인 길이

이면지 노트 캠페인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 사무실마다 버려지는 이면지가 꽤 많은데

같아 기뻤어요.

환경교육이나 환경캠페인도 기획해보고 싶고요.

그걸 모아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시험기간마다

내년에는 UNEP 한국위원회에서 교육팀 인턴에

150권 정도를 학우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지원할 계획이고, 해외에서 열리는 에코디자인

매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워크캠프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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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교사의 꿈을
키워갑니다

”

청석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PES) 3회 수혜자

이재철

행정학과 08학번

청석 파워 엘리트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학생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선생님이 되는 꿈,

프로그램만 벌써 세 번째 선발됐어요

공부하니 든든해요

꼭 이루겠습니다

작년 2학기와 겨울방학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PES에 선발되면 가장 좋은 점이 학교 안에

작년에는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PES(Power Elite School, 청석 파워 엘리트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청주대학교

총 90명 정도가 선발되는데, 개인 독서실처럼

교감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교원

학생이라면 누구나 청석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에

나만의 책상과 책꽂이, 스탠드가 있는 환경에서

자격증이 있어서 두 곳의 중학교에서 기간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국어와 영어, 국사

24시간 내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공부할

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학기별,

수 있거든요. 와이파이 제한이 없어 동영상

학창시절 교생실습과는 또 다른 차원의

방학별 총 4번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강의를 듣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고시나 공무원

경험이었고, 반드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매 사이클마다 새롭게 지원할 수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 함께 공부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한 번이라도 시험에 합격했다면 졸업 후에도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강의

것도 즐겁고, 그들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1강좌당 10만원씩, 2강좌를 들을 수 있는 비용을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우는 것은 정말 소중한

저에게 PES 프로그램은 가뭄의 단비와도

지원받고, 방학 때는 실력 있는 강사들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이 제가 원하는

같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초빙해줍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적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혜택을 제공하니까요.

돈이라도 아끼게 되는데, 학교의 지원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도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쌓였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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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배운
지식으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싶어요

”

5th

Mes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

자르킨 경영대학원 1학기
대한민국의 정 중앙에 위치한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한국통이 되어

청주대학교로 유학왔어요

흥미로운 전공수업이 마음에 들어요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작년에 왔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청주대에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발전에 힘이 되는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조금씩 정이 쌓여가는 걸 느껴요. 고향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학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자연과는 많이 다르지만,

경제발전을 이룬 것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국제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풍경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알아가고 싶어요.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나무도 많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잘

대학원을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서 경험을

유학을 생각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가꿔진 곳이에요. 한국어로 듣는 수업에도

쌓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일해볼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성취도도 높다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고, 한국어 실력도

생각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고향에

말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그들과 함께 자극

늘고 있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러시아어와

돌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한국 지도를 보니

터키어,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밖에서 키르기스스탄, 특히 중앙아시아를

청주대가 한반도의 정 중앙에 위치해 있더군요.

말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현재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연구하는 기회도 될 것

한국의 중심에서 공부하고 싶어 청주대학교를

생산관리, 자본시장, 재무관리 등의 수업을 듣고

같아요. 그러는 동안 한국 문화와 역사, 경제에

선택했습니다.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친절하시고 명쾌하게

대해 많이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가르쳐주셔서 좋습니다.

관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seng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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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신념과
열정으로

Globality

Infrastructure

학생중심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723

인터내셔널 빌리지 입주학생 수

2,700

: 2009년 제2캠퍼스에 조성된 국제학사
: 49세대의 외국인 교수 아파트와
국제교육센터 보유

: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인문대학, 경상대학 등 신축 및 리모델링
: 학교 정문 확장 및 제2정문 신설사업,
이공대학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

153

5,500

: 전 세계 29개국 153개 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 총 19개에 달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충청 지역 최대 규모의 다목적 종합문화체육관
: 약 400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친환경 스포츠 콤플렉스

850

ECO

청주대학교!

해외 자매대학 수

2014년 기준 해외 유치 유학생 수
: 총 16개국 850여 명의 유학생 유치
: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 신설
: 멘토링, 버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학생 지원 서비스 운영

지난 10년간 캠퍼스 구축사업에 2,700억 원 투자

석우문화체육관의 수용 가능 인원

친환경 글로벌 캠퍼스 구축

: 대부분의 건물에
축열식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 운영
: 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비시설 도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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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People

Education

67

460

: 1947년 청주상과대학으로 출발해
중부권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
: 광복 후 최초로 신설된 4년제 대학
: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으로
실학성세의 교육이념 실현

: 2014년 교내장학금 전년대비 55억 원 추가집행
: 국가장학금 47억 원 증가,
장학금 총액 100억 원 이상 증가

개교 이래 청주대학교가 걸어온 역사

2014년 기준 장학금 지급 총액 460억 원

KAAB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건축학 인증 취득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최상위 등급인 5년 인증 부여
: 3년간의 실무수련 후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 캔버라 협약에 따라 해외 대학원 진학 용이

90,000 PES
청주대학교가 배출한 누적 동문 수

청석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Power Elite School) 운영

: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 교육 분야 등에서 활동

: 공직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 일반 행정직, 경찰직, 법원행정직, 교육행정직 등의 희망자 선발
: 전용 강의실 제공,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특별강좌 운영 등

Grand Slam
3년 연속 세계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달성

: 산업디자인학과, IDEA, iF, Red Dot 디자인 어워드 다수 수상
: 2013년 레드닷 인증 아시아 태평양 권역 디자인대학 랭킹 14위

ABEEK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2007년)
: 반도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인증 획득
: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레이저광정보공학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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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해답을 찾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듯

최첨단 실습용 항공기 도입으로
더 높이 비상하다
항공운항학과

전국 유일의 태양광 특구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다
태양광에너지공학과

2012년 첫 신입생을 모집한 항공운항학과는 국내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비행교육용 항공기를

태양광에너지공학과는 ‘녹색리더’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자체 비행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학과라는 점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지난해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사로부터 구매한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재, 반도체공학,

첨단 비행교육용 항공기 DA-40NG 4대와 비행

물리, 나노공학, 화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생들은 월등히 많은 조종

섭렵하면서 태양광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실기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의

이론과 실습을 연마하여 관련 분야의 특화된

비행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도 탑승시간에 따라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최대 10시간까지 실제 비행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사명을 지닌

있어 학생들이 자가용 조종 자격증 취득 시 매우

태양광에너지공학과의 또 다른 경쟁력 가운데

대학의 비전과 전략은

유리합니다.

하나는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언제나 앞선 혜안을 가지고

특히 청주지역은 인근에 청주국제공항과

산업과 관련하여 소재와 셀, 모듈, 패키징,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 19 전투비행단 등이

장비, 시스템까지 폭넓은 산업군이 형성되어

위치해 있고, 항공정비복합단지(MRO) 조성을

있어서 다양한 산업인프라와의 연계나 연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항공운항학과는 학교

든든한 지원이

실제로 태양광에너지공학과는 2013년 8월부터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받으며 국내 최고

충북태양광테마클러스트사업에 참여해 우리대학

청주대학교의

수준의 비행실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고의

태양광연구소와 더불어 교육과 연구, 정보제공과

특성화 교육을 꽃피웁니다.

항공명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R&D 등에 걸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에너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커리큘럼과

Department
of Flight Operation

Department
of Solar &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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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가장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을 경험하라
레이저광정보공학과

오송 바이오 캠퍼스 시대를 여는
힘찬 동력이 되다
바이오메디컬학과

해마다 90%에 가까운 취업률 고공행진을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바이오 캠퍼스

이어가고 있는 레이저광정보공학과는 1985년

시대를 열게 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광기술 분야 특성화학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 세 곳의 대학 가운데 하나로

설립되었습니다. 광산업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

선정된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캠퍼스 이전을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 산업계에서는 이에

계기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대표적인 산학협력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친화형 학과로 거듭날 것입니다. 유전학과

청주대학교는 이에 부합하는 광학 전문가를

세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산업미생물학,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기하광학,

줄기세포생물학 등 현대 생명공학의 모든 분야를

응용광학, 광 계측, 비선형광학 및 레이저공학

연구하며 실력 있는 바이오 인재를 양성해온

민간을 포함한 포괄적인 토지 분야

등) 운영과 동시에 광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와

바이오메디컬학과의 저력이 빚어낸 결실이라 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

다양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등에서 졸업생들이 눈부신

주목할 만한 학과
Best 3

1. 지적학과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화된 학문으로, 공공 및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기술은 최신 전자공학과 정밀 기계공학이 복합된

산학협력센터 설치, 산학융합 R&D를 위한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영상, 우주,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 관련 산업체와 연계한

군사 분야 등 첨단산업의 기반기술로 널리 활용되고

교육과정 개설 등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있어 진로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삼성SDS,

위한 바이오메디컬학과의 다양한 노력들이

LG이노텍, 두산인프라코어, LIG넥스원 등의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조폐공사 등의

연구와 교육, 기술개발, 재교육이 모두 가능한

연구기관에도 다수의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 캠퍼스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2. 영화학과
충무로 진출 1위, 영화 현장 스태프 배출
1위, 4년제 대학 영화학과 교수 배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영화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탄탄한 현장실기 교육이
어우러져 영화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3. 제약공학과
2014년 새롭게 신설한 학과로, 미래

Department
of Laser &
Optical Information Engineering

초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합니다. 신약
개발을 비롯해 건강장수식품 개발, 향수
및 화장품 제조 등의 연구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전문
공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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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GUIDE

경상
대학

College of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

경제학과

관광경영학과

중국통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기업과 조직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

세계 경제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

중부권 지역 최초의 관광 전문학과로,

Department of Chinese Trade &
Commerce

리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국

끌어 가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경제이

첨단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수진, 특성

한·중 간의 상호 경제교류협력을 확대

제경영교육, 정보화 교육 등의 이론교

론의 핵심적 기초와 경제적 사고능력,

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커리큘럼을

하고 중국과의 원활한 무역 및 통상 업무

육과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동 및 실천적

방법론, 분석능력을 교육합니다. 학생

통해 학생들은 여행, 항공산업, 리조트

를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저학년

사례교육, 덕성함양교육으로 윤리적 경

들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산업, 축제 및 컨벤션기획 등 관광산업

은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용어 교육을

영인재를 양성합니다.

세계관을 함양한 글로벌 경제인으로

을 리드하는 국제적 전문관광경영인으

통한 언어능력을 제고하고, 고학년은 중

거듭납니다.

로 성장합니다.

국통상 및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론과 실

주요 커리큘럼  경영학적사고,

경영과컴퓨터,  

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경제학원론, 조직행동론, 회계원리, 마케팅,

주요 커리큘럼  경제수리의이해,

경영정보시스템, 서비스운영론, 기업재무

경제학산책,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

회화, 관광법규, 역사문화관광, 관광개발론,

주요 커리큘럼  중국정치와경제,

론, 파생금융상품론, 소비자행동론, 노사관

통계의이해, 계량경제학, 경제성장론, 재정

여행사경영, 국제호텔경영, 국제회의컨벤션

론, 세계화와중국, 중국경제지리탐구, 중국

계론, 취업및창업지도, TQM실제 등

학, 국제무역론, 도시경제학, 파생금융상품

경영, 관광디자인, 관광연구조사방법, 여행

투자환경론, 중국산업정책론, 통상중국어

졸업 후 진로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서비스

론, 한국경제론, 중앙은행론, 경제사상사 등

업비즈니스실무, 관광기업실전취업 등

강독, 통상중국어번역, 중국통상실무, 중국

업 등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관리자, 국가

졸업 후 진로  은행, 보험 및 증권 등의 금융계,

졸업 후 진로  여행사,

비즈니스와협상, 중국기업경영론 등

공무원, 중등교사, 대학원 진학 등

일반기업, 유통회사, 공공기관 등

관광지 및 개발분야, 축제 및 컨벤션 기획 분

졸업 후 진로  중국계 기업, 공무원, 여행레저 산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ba.com/

학과 홈페이지

야, 통역사 등

업, 국가투자기관, 국제무역사, 통역사, 번역사 등

전화번호  043-229-8129

http://www.cju.ac.kr/web/economics

학과 홈페이지  http://cjutm.ac.kr/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043-229-8177

전화번호  043-229-8153

http://www.cju.ac.kr/web/chinestrad/

경제학원론,

주요 커리큘럼  자원과관광,

국제관광외국어

항공사, 리조트, 호텔,

전화번호  043-229-8197

회계학과

무역학과

호텔경영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기업과 회계법인, 은행, 경영컨설팅 등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FTA 확산 등으로

국내 호텔 및 외식산업을 주도해 나갈 전

관련 분야의 종합적 지식을 함양하여

점점 치열해지는 국제무역환경에 발맞추

문 호텔인 육성을 목표로 경영, 회계, 경

회계 전문가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합니

어 인성과 자질을 갖춘 창의적인 실무 중

제, 관리 등 다양한 이론 교육을 실시합니

다. 이를 위하여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

심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영어와 한국어

다. 또한 관·산·학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무회계 등을 학부와 석사·박사과정으

를 병행하는 전공 수업과 더불어 중국, 남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실무 능력 및 서

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미,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교류

비스 마인드를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생활속의회계정보,

를 통해 글로벌 무역인재로 성장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호텔경영학원론, 외식사업경영

재무회계, 생활과세법, 원가회계, 전산회계

주요 커리큘럼  무역인기초역량개발, 무역학원

론, F&B관리론, 와인의이론과실제, 호텔광고

실무, 통계학, 관리회계, 세법, 재무관리, 세

론, 무역창업과진로, 국제통상론, 글로벌기

홍보론, 호텔·외식사업프랜차이즈론, 호텔경

무회계, 재무제표분석, 회계사례연구, 고급

업론, 지역산업FTA활용실무, 무역상품론,

영사례연구, 호텔취업및창업지도, 외식경영

관리회계, 회계감사, 자본시장회계 등

전자무역, 글로벌비즈니스실무, 무역영어,

전략, 다국적호텔론, 환대산업연구 등

졸업 후 진로  공인회계사,

국제협상론, 관세론, 국제무역기구론 등

졸업 후 진로  호텔업,

청, 경영컨설팅, 정부기관의 회계전문공무

졸업 후 진로  무역업,

업, 조리사, 관광통역안내원, 조주사, 외식업

원, 투자분석가 등

신업, 해운관련업, 외교통상직 및 관세직 공

체, 창업자 등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c.com/

무원,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hotel/

전화번호  043-229-8144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trade

전화번호  043-229-8161

회계원리,

세무사, 은행, 국세

제조업, 금융업, 정보통

전화번호  043-229-8187

외식업체 및 컨벤션사

중국통상개

15

정시모집요강

법학과

지적학과

사회복지학과

광고홍보학과

Department of Law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우리대학을 포함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이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로서, 법을 통한 사회분쟁의 해결 및 인

해 3곳 정도만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특

해하고 해결하여 인간 복지를 실현하는

광고, PR 및 조직, 선전 등에 관계된 커

권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

성화된 지적학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

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며

로 실무에 필요한 실정법과 법학 전반

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문

경,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론 등

광고홍보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

에 걸친 이론 및 실제를 교육합니다. 학

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의 기초학문과 아동 및 청소년복지, 노

한, 최신 장비를 보유한 실습실과 수업

생들은 법적 소양의 함양을 통해 유능

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복지, 여성복지 등의 전공에 필요한

과 연계한 각종 공모전 참여, 매년 실시

한 전문 법조인으로 거듭납니다

주요 커리큘럼

지식을 교육합니다.

되는 광고제와 광고홍보캠프를 통하여

주요 커리큘럼  민법총칙,

헌법, 형법총론, 상

학, 도시및토지정보체계론, 토지및지적조

주요 커리큘럼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사회

법총론, 물권법론, 국제법, 노동법, 행정법,

사, 부동산학개론, 응용측량학, 해양지적개

문제론, 정신건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

주요 커리큘럼  광고론, PR론, 광고아이디어발

가족법, 민사소송법, 보험해상법, 형사정책,

론, 사진측량학, GIS, 부동산지적정책론, 확

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상, PR글쓰기, 광고제작론, 광고디자인, 광

헌법실무,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법실무 등

정측량, GPS측량, 지적전산학 등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보장론 등

고매체기획, 광고사진, 온라인PR, 광고홍보

지적과 토지분야의 전문직종,

졸업 후 진로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조사, 카피작성, 소비자행동론, 소셜미디어

인중개사, 고급공무원 등

공기업, 국토해양부, 지적직 및 토목직의 공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

전략, 모바일광고, 국제광고 등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law.net/

무원, 국책 연구기관, 부동산분야, 항공사진

복지사, 전문상담가, 학교사회복지사, 대학

졸업 후 진로  광고대행사,

전화번호  043-229-8215

측량업체 등

원 진학 등

획사, 홍보 출판사, 신문사, 홍보 프로덕션,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PR대행사, 기업홍보실, 애니메이션 프로덕

http://www.cju.ac.kr/web/land

http://www.cju.ac.kr/web/sociwel

션, 연예기획사 등

전화번호  043-229-8282

전화번호  043-229-8266

학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jad

졸업 후 진로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

졸업 후 진로

지적학, 공간정보론, 지적측량

실무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벤트 및 홍보 기

전화번호  043-229-8299

행정학과

정치안보국제학과

신문방송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olitics, Security &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of Journallsm &
Communication Studies

더불어 일반적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고금동서의 정치사상 및 정치이론, 한국

언론과 방송영상, 뉴미디어 등 미디어

기획, 인사, 재무, 조직관리 등 행정학

정치론, 세계지역정치론 등의 다양한 이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합

기초 분야의 지식을 교육합니다. 그리

론학습을 통해 정치현실을 이해하고 국

니다. 학생들은 신문, 방송, 출판, 뉴미

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행정 분야의

가 간의 평화공존과 안보, 정치적 민주

디어, 설득, 스피치, 휴먼커뮤니케이션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민간

화 및 경제적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하

등 제반 분야의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에 필요한 인재를

는 사회·정치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하여 정보화 사회의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정치학개론,

로 성장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행정기관과

주요 커리큘럼  행정학개론,

행정계량분석, 정

책학개론, 조직이론, 정부와기업, 사회교육
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행정법, 인사행
정론, 공공선택론, 지방재정론, 정책평가론,
복지정책론, 행정사례연구 등
졸업 후 진로  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 및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기업, 금
융기관, 공사, 언론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과 교직원 등
학과 홈페이지  

국제관계론, 정치

학방법론, 현대정치의이해, 비교정치론, 한

주요 커리큘럼  매스커뮤니케이션의이해, 멀티

국정치사, 의회정치론, 국제기구론, 정당론,

미디어의이해, 신문학개론, 방송연출론, 출

북한과한반도정치, 외교정책론, 지방정치

판학개론, 취재보도론, 아나운싱및리포트실

론, 한국의안보와통일, 국제정치세미나 등

습, 신문편집과제작실습, 보도사진실습, 영

졸업 후 진로  정치인,

화매스컴론, 텔레커뮤니케이션론 등

국회의원, 외교관, 국회

사무행정직, 언론사, 직업군인, 대기업 및 중

졸업 후 진로  신문사,

소기업, 대학교수, 교직자 등

회사, 출판사, 잡지사, 사진기자, 영화사, 멀티

학과 홈페이지

미디어 관련 기관 등

http://www.cju.ac.kr/web/poli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com.net

전화번호  043-229-8248

전화번호  043-229-8257

방송사, 광고회사, 홍보

http://www.cju.ac.kr/web/admi
전화번호  043-229-8237

사회
과학
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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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GUIDE

인문
대학

College of Humanities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일어일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우리말과 문학의 연구를 통해 민족의

인쇄와 전자 및 시청각 매체의 형태로

일본의 어학, 문학, 역사, 문화를 연구하

얼과 문화를 더욱 가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지식정보와 문화자원을 체계적

고 이해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성립하

구체화하고, 발전시킵니다. 세계를 강

으로 수집, 조직, 체계화하고, 다양한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본어가

타하고 있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고유

정보 가운데 뛰어난 가치를 지닌 양질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분석적, 표

의 정체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인 변화

의 지식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할 수 있

현적 측면에서 교육하여 일본문화와 일

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어문화원 및 한

는 전문성과 함께 고전 자료를 평가하

본이라는 나라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

국어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

고 문화콘텐츠로 가공, 보존 및 활용할

인을 양성합니다.

들의 국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수 있는 정보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일어일문학산책,

주요 커리큘럼  한국전통문화론,

한국문학입

주요 커리큘럼  문헌정보학의이해, 도서관·정

영어영문학과

일본어문법, 일본어작문, 일본한자, 일본문

문, 한국현대문학의흐름, 한국문학사이해,

보센터경영론, 자료분류론, 자료목록론, 장

한국현대시의힘,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

서개발론, 서지학개론, 메타데이터론, 독서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급일본어청취, 일본전통문학선독, 고급문장

법론, 고전소설론, 현대희곡의이해, 아동문

지도론, 도서관자동화론, 고전자료조직론,

학론, 국문학의문화콘텐츠, 독서지도론 등

도서관정보네트워크론, 정보검색론 등

졸업 후 진로  중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카피라

졸업 후 진로  도서관

이터, 출판업계, 방송국 작가, 영화 시나리오

서공무원, 정보전문직, 언론사, 기업체, 연구

양한 멀티미디어 시설을 이용한 어학 훈

국제통상전문직, 일본계 기업체 및 일본현

작가, 연구기관, 문화예술계, 학원계, 언론사 등

소, 벤처기업, 사서교사, 교수요원 등

련으로 영어 구사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지취업 등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또한, 30여 명의 원어민 교수 강의를 통

학과 홈페이지  http://www.ilmunlove.com/

http://www.cju.ac.kr/web/korlang

전화번호  043-229-8402

해 영어회화 실력은 물론, 영어권 문화

전화번호  043-229-8339

전화번호

및 정보센터의 사서, 사

http://www.cjlis.net

043-229-8315

영문학, 영어학, 전문영어, 영미문화를
아우르는 전문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다

일본어강독,

학사, 신문방송일본어, 실용일본어회화, 고
연습, 실용일본어, 일본시사문제연구 등
졸업 후 진로  일본어교사,

외교관, 통역가, 번

역가, 항공사, 종합무역상사, 언론출판 분야,

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영미문학의이해,

실용영문법,

중어중문학과

역사문화학과

문화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Department of Culture & Content Science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등 국가

인문학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어통사론, 영어음운론, 영어와영화, 시사영

와 민족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교육하며

선도할 신성장동력 분야인 문화콘텐츠

어, 고급영작문, 영미수필 등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교직과정을 통한 교육자 및 학예사(큐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

졸업 후 진로  외교관, 외국계 기업, 통역사, 번

요체를 체득합니다. 현대 중국어의 기

레이터)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

충북지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개설

역가, 항공사, 종합무역상사, 언론출판, 국제

초발음과 문법 및 독해를 통해 중국의

다. 또한, 각 지역의 유물과 유적을 조사

되었습니다. 최첨단 실습실을 완비하여

통상 전문직, 일반기업체, 공무원 등

지식 계층에서 구사하고 있는 언어 능

하는 정기고적 답사, 탁본실습, 발굴조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

http://www.cju.ac.kr/web/englang

사 등의 현장학습을 실시합니다.

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요 커리큘럼  역사문화학산책,

주요 커리큘럼  문화콘텐츠의이해,

역사학개론,

창의적발

영국문학사, 19세기영미소설, 중급영어회화,
영미단편소설, 응용언어학, 영미희곡사, 영

학과 홈페이지

043-229-8348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력을 교육하는 어학교육과, 중국어를
기초로 장구한 문화역사 속에서 형성
된 중국의 정신문화에 대한 폭넓게 이
해하는 문학교육을 실시합니다.

세계문화탐방, 고고학개설, 아메리카사, 서

상과표현법, 대중문화와콘텐츠, 문화콘텐츠

양근대사, 한일관계사의이해, 여성사, 서양

기획론, 스토리텔링의이해와실제, 스마트미

주요 커리큘럼  중국지리와역사,

사상사, 한국현대사, 인물로본서양역사, 박

디어의이해, 집단창작, 문화트렌드론, 앱북

예술, 중국어문법, 애니메이션중국어, HSK

물관학개설 등

중국문화와

제작실습, 문화정책과콘텐츠산업 등

독해와문법, 중국어작문, 중국산문의세계,

교사, 박물관 연구

졸업 후 진로  영화사, 테마파크, 공연기획사, 관

드라마중국어, 중급중어회화, 중국신화와

원, 문화공보담당 공무원, 문화재담당 공무원,

광사, 출판사, 방송사, 문화콘텐츠 관련 정부기

전설, 취업중국어, 중국문학과풍속 등

박물관 학예사 및 큐레이터, 전문 연구원 등

관, 연구소, 지자체 문화담당 공무원, 마케팅

졸업 후 진로  중국어교사, 공무원, 정부기관, 항

학과 홈페이지

전문가 등

공사, 여행사, 호텔, 통역사, 번역사, 언론사 등

http://www.cju.ac.kr/web/hiscul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043-229-8419

http://www.cju.ac.kr/web/libinfo

http://www.cju.ac.kr/web/chineslan

졸업 후 진로  중·고등학교

전화번호

043-229-8368

전화번호

043-229-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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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이공
대학

College of Science &
Engineering

응용화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Applied Chemistry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순수화학 이론과 응용연구를 목표로

유전학, 세포학, 발생학, 생화학, 분자생

지반공학, 구조공학, 수공학, 터널공학,

물리화학, 유기 및 고분자화학, 무기화

물학 등의 기초 학문을 토대로, 유전자

환경공학 등의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

학, 분석화학, 고체화학, 공업화학, 생

발현 현상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원리

적인 전공교육을 통해 현대 산업사회가

화학 등을 교육합니다. 또한, 각 전공분

및 응용방법과 현대생명공학의 꽃인 유

필요로 하는 건설기술 및 연구 인력을

야에 따른 이론과 실험을 통해 과학적

전자 치료 기술 개발 등의 응용학문을 교

양성합니다. 최첨단 토목이론과 친환경

기본지식을 쌓고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육합니다. 이를 통하여 생명공학 산업 분

건설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토목공학 전

주요 커리큘럼  생명과유전,

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  화학의세계,

일반물리학, 일반

생명공학의이해,

화학, 일반생물학, 화학수학, 유기화학, 환경

일반생물학, 돌연변이, 생체유기화학, 기초

주요 커리큘럼  창의적공학설계,

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나노화학, 고분자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분자암학, 생체대사

계, 공학수학, 일반화학, 발파공학, 건설재료

화학, 화학결합론, 현대전기분석화학, 재료

론, 줄기세포생물학, 인체생리학, 단백체학,

실험, 수질공학, 암석역학실험, 토질실험, 측

과학, 고무공학, 생화학 등

발생공학, 세포공학 등

량학, 토목시공학, 지반환경공학실습, 상하

졸업 후 진로  각종

졸업 후 진로  생명공학

연구실, 국공립연구소, 대

분야의 기업체, 연구

대학생활설

수도설계, 터널공학, 교량공학 등

기업, 제약회사, 다국적기업, 공공기관, 환경

소, 연구기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유전학

졸업 후 진로  건설회사, 일반 기업체, 시공·감

운동가, 공업화학 분야 등

수사기관, 언론사,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학

리분야,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

학과 홈페이지

전문대학원 진학 등

자치단체, 연구소 등

http://www.cju.ac.kr/web/chemi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043-229-8535

http://www.cju.ac.kr/web/genet

http://cju.skyd.co.kr/index.html

전화번호  043-229-8559

전화번호

생명과학과

통계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Life Science

Department of Statistics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을 생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에서 발생

Departm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리·생화학적, 유전학적, 자연환경과의

하는 제반 문제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맞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자료를

추고, 토지를 생태환경적, 미적, 경제적

발생되는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안전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및 자연 환

또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차별화된

합니다. 국토환경을 계획, 설계, 관리하

경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학

분야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이론 및 실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제 정보분석 능력

는 조경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자연과

문입니다. 이론 및 실험·실습·설계의

험·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 공학 등 관련 기초학문과 함께 세련

연계통합 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진

된 디자인 감각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단평가와 처방, 치료, 복원,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환경공학개론,

상호작용를 바탕으로 한 생태학적 측면
에서 연구합니다. 또한, 생명체를 이용
한 의료 및 보건 분야 산업과 생명공학

주요 커리큘럼  세포생물학,

일반물리학, 일반

주요 커리큘럼  통계학,

수학, 수리통계학, 확

043-229-8466

화학, 일반생물학, 유전학, 동물형태학, 생태

률론, 행렬의계산, 통계조사방법론, 표본조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 생명과학교육론, 식물생리학, 미생물학,

사, 탐색적자료분석, 통계데이터베이스, 금

주요 커리큘럼  조경학개론,

해양생물학, 조직학, 어류학, 생물진화학, 면

융통계학, 보험통계학, 신뢰성분석, 통계컨

공간설계, 조경제도, 조경수목실습, 환경디

일반물리학, 환경화학, 공학수학, 폐기물관

역학, 생물공학 등

설팅, 베이지안컴퓨팅, 비모수통계학 등

자인론, 정원설계, 조경측량실습, 경관론, 환

리, 환경대기학, 상수도공학, 수질오염분석

졸업 후 진로  환경부, 생명공학연구소, 국립생

졸업 후 진로  국가기관, 기업체, 리서치 회사, 금

경색채와표현기법, 조경생태학, 휴양지개발

실험, 환경관계법규, 대기오염방지공학설계,

물자원관, 국가습지연구소 등 공립 기업체 및

융기관, 마케팅회사, 광고회사, 조사전문기관,

론, 도시계획연습, 생태복원공학 등

환경유해물질관리, 소음진동방지공학 등

연구소, 보건직, 환경직 공무원 및 축사연구

보험회사, 증권회사, 통계컨설팅,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 진로  조경건설업,

졸업 후 진로  환경부

사, 생물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교육기관 등

학과 홈페이지

업, 설계사무소, 조경 관련 관공서,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련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statistics

레저산업, 부동산 관련 회사 등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관리인 등

http://www.cju.ac.kr/web/lifesci

전화번호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enviro

http://www.cju.ac.kr/web/enviroeng

전화번호

043-229-8525

043-229-8198

전화번호

043-229-8507

조경공간론, 기초

전문건설업, 대기

전화번호

창의공학설계,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

043-229-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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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GUIDE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레이저광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건축구조, 건축재료 및 시공, 건설관리,

전자공학은 전자, 반도체, 통신산업의

Department of Computer Information &
Engineering

Department of Laser &
Optical Information Engineering

건축설계 등 건축물의 성능 및 생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나라 수출

공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통해

기하광학, 응용광학, 광 계측, 비선형광

관련된 제반의 예술적, 기술적 사항을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기

학 및 레이저공학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문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요하고

초능력을 함양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공간을 통

있습니다. 철저한 수준별 전공 교육과

설계 및 구현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해 진취적이고 역량 있는 레이저광정보

실무능력의 배양으로 국가 기반산업의

다양한 실험 실습으로 실무능력과 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한, 광

중심인 융합전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업능력을 배양합니다. 또한 IT 분야 전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과 밀접한 학

인재를 양성합니다.

문가로 구성된 교수들과 함께 최신 소

술교류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함으로써 실무형 건축공학 전문가
를 양성합니다.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실무형 건축공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학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  건축공학탐색,

건축설계기초,

건축재료, 건축설계및CAD, 정역학, 건물에

주요 커리큘럼  수학,

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일반광학,

너지절약기술, 건축구조응용, 건축계획실

전기자기학, 공학수학, 디지털공학, 회로이

주요 커리큘럼  창의공학설계,

이산수학, 컴퓨

학, 전자기학, 기하광학, 공업수학, 전자회

습, 건축법규및실무, 철근콘크리트응용, 건

론및설계, 반도체소자공학, 전자회로실험,

터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웹애니메이션,

로, 현대광학실험, 현대물리, 전자장론, 컴퓨

축적산, 철골구조응용, 건설사업관리 등

프로그래밍설계, 제어공학, 디지털신호처

디지털논리회로, 자료구조, 데이터통신, 컴

터프로그래밍, 광학계측, 광섬유과학, 레이
저공학, 박막광학, 광디스플레이공학 등

졸업 후 진로  건설회사,

설계 및 인테리어 사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일반화

리, 임베디드시스템설계, 디지털통신 등

퓨터네트워크, 정보보호, 멀티미디어콘텐츠

무소, 구조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무소, 환경

졸업 후 진로  제품회로설계 및 시뮬레이션 분

설계, 데이터베이스, 임베디드S/W 등

졸업 후 진로  영상

설비 사무소, 부동산 컨설팅, 감리회사, 안전

야, 시스템 반도체 개발 분야, 하드웨어 프로그

졸업 후 진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품 및 광학기기분야, 세라믹기능사, 세라믹

진단 관련 사무소, 국가 공무원 등

래머, 전자제품에 관한 전략 및 기획, 전자제품

이동기기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

기술사, 방위산업, 연구기관, 대학원 진학 등

영업 및 마케팅, 전자제품 품질관리, 연구소 등

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네트워크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컴퓨터보안 시스

http://www.cju.ac.kr/web/optical

http://www.cju.ac.kr/web/eieng/

템 구축 및 관제 등

전화번호

전화번호  043-229-8457

학과 홈페이지  http://cie.cju.ac.kr/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http://www.cjarch.ac.kr/

043-229-8475

전화번호

및 디스플레이분야, 광부

043-229-8498

043-229-8486

건축학과

반도체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산업공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사회·환경·미

Department of Semiconductor &
Design Engineering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학·기술적인 면에서의 기본 지식을 함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인 반도체 공정

괄적인 시스템의 설계, 개선, 설치, 운영

도시계획,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한 단

양하고,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

및 재료개발, 반도체 장비, 회로 및 설

과 관련된 방법론적 지식을 연구하는

계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하게 갖춘 건축사를 양성합니다. 이를

계 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합니다. 기

학문입니다. 컴퓨터 실습실을 비롯해

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

위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초 및 응용 과학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

작업연구 인간공학 연구실, 생산공학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도시 및

건축학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적 기준의

해 실용적 응용 방법을 터득하고 전자

연구실 등과 첨단 실험장비를 두루 갖

지역의 문제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

건축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학, 재료공학, 컴퓨터공학 등과 연계

추고 현장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

연과학, 공학적 시각에서 다양하게 조

함으로써 폭넓은 실무설계를 다루는

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망하고, 종합적, 분석적, 창조적 해결능

주요 커리큘럼  건축설계디자인,

건축구조역

인간과 기계, 자원, 정보로 구성되는 총

학, 건축CAD설계, 서양건축사, 한국건축사,

인재를 양성합니다.

건축멀티미디어, 건축시공기술, 현대건축가

주요 커리큘럼  창의공학설계,

반도체소자공

산업공학, 품질경영, 공업통계, 컴퓨터프로

주요 커리큘럼  지역개발론,

와비평, 근현대건축론, 실내환경디자인, 건

학, 논리회로, 전기자기학, RF공학, 마이크

그래밍, 원가회계, 물류시스템분석및설계,

계획론, 도시환경론, 도시·부동산개발론, 도

축공간론, 도시경관과제도 등

로프로세서, 박막공학, 반도체장비, 반도체

공정품질관리, 경제성공학, 경영과학, 데이

시설계, 환경영향평가론, 경제모형분석, 도

졸업 후 진로  건축설계

집적회로설계, 반도체측정, 디스플레이공

터마이닝, 인간공학, 설계품질최적화 등

시정보시스템, 부동산입지분석, 환경정보및

어, 도시설계, 부동산컨설팅, IT업계 등의 민

학, 광전자공학, 반도체분석 등

졸업 후 진로  기계, 전자 등 제조기업, 유통업체,

계측, 부동산정책론, 국토개발세미나 등

간기업과 공기업, 국가공무원, 연구소 등

졸업 후 진로  반도체

컨설팅업체, 정보기술회사, 시스템 엔지니어링

졸업 후 진로  국가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rch.ac.kr

체 장비회사, 반도체 전문설계회사, 외국계

회사, 컴퓨터 관련회사, 공공기관 연구소 등

사, 건설 및 개발 관련 기업, 공공기관, 대학

장비 회사, 국책연구소, 태양광 관련 회사 등

학과 홈페이지

원, 법학전문대학원, 독자기업창업, 비영리

학과 홈페이지  http://semi.cju.ac.kr/

http://ie.cju.ac.kr/intro/intro04.html

사회공익단체 등

전화번호  043-229-8435

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감리, 건설, 인테리

043-229-8476

주요 커리큘럼  수학,

설계 및 제조회사, 반도

일반물리학, 현대경영과

043-229-8516

력을 함양합니다.
도시학개론, 도시

공무원, 계획전문용역회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urban
전화번호

043-229-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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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태양광에너지공학과
Department of Solar &
Energy Engineering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에 이어 21세기

사범
대학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태양전지’와
‘이차전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를 창출하고 발전시킬 핵심 인재 양성
을 목표로, 균형 있는 이론과 실무교육

College of Education

을 통하여 현장적응 능력을 높이고 직
업윤리 소양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미래
형 엔지니어를 육성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신재생에너지공학개론,

에너

지기초과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전기자
기학, 회로이론, 회로실험, 공학수학, 재료공
학, 재료열역학, 고급태양광프로젝트, 차세
대전지공학, 이차전지 등
졸업 후 진로  태양전지의 소재, 셀 및 모듈, 시

스템 및 전력서비스의 태양광산업의 가치사

국어교육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슬 전 분야, 이차전지의 화학소재, 전지제조

우리말과 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

및 에너지저장서비스 분야 등

해 민족정신과 정서를 함양하고, 우수

학과 홈페이지

한 중등 국어교사와 국어교육 전문가

http://www.cju.ac.kr/web/sunlight

에게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합니

043-229-8523

다. 국어학과 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화번호

인접학문의 배경 이론과 실천 능력을

제약공학과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제화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와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 동력산업인 의약 관련 산
업 중 제약공학에 종사할 전문 공학기

주요 커리큘럼  국어교육학개론,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음운론, 한문
학연구, 시가교육론, 국어사, 국문학사, 소설

술자를 교육, 양성합니다. 특히 부가가

교육론, 고전산문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치가 높은 신약개발과 향수 및 화장품

한자교육론 등

제조, 건강장수식품 개발 등의 연구를

졸업 후 진로  교직, 연구소, 언론사, 광고업계,

통해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대학교수, 일반 기업체, 작가, 교육서비스 관

주요 커리큘럼  제약공학개론,

일반화학, 일반

화학실험, 일반생물학, 일반생물실험, 제약
공학개론 등
졸업 후 진로  제약공장,

화장품회사, 건강식

련 상담사 등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sinoedu
전화번호

043-229-8586

품회사, BT관련 벤처기업 및 연구소, 의약정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보사, 변리사, 생물공학기사, 화학분석사, 산

수학교육과

업위생관리기사 등

Department of Mathematical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현대수학의 기본개념과 수학의 체계를

전공실기는 물론, 합창, 합주, 화성악,

모든 운동의 실기 및 이론을 지도하고,

교육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대위법, 악식론, 음악사 등 중등학교 교

사회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체육 지도자

함양합니다. 수학교육의 이론과 그 응

사의 실제 교육에 도움이 되는 폭넓은

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육의 기

용방법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창조적

교과목을 개설하여 우수한 음악지도사

초가 되는 육상, 체조를 비롯하여 구기

문제 해결력을 지닌 유능한 중등학교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이 가

종목, 특기운동, 수영, 무용 등의 실기와

수학교사와 수학자, 수학적 전문지식과

진 미적 본질의 체험, 창조성의 개발, 음

체육원리, 체육사, 스포츠 사회학, 운동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의 전

악을 통한 자기 표현 등 개인의 심미성

처방학 등의 이론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가를 양성합니다.

을 확장하는 교육을 병행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여가레크레이션,

주요 커리큘럼  화성법,

전화번호

043-229-8577

육상, 체육원

대학악리, 단소실기,

리, 무용교육, 기계체조, 체육지도연구법, 무

학적사고, 선형대수학, 정수론, 확률및통계,

시창·청음, 컴퓨터음악, 건반화성, 실기지도

용지도법,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운동처

이산수학, 수학교육론, 위상수학, 해석학, 중

법, 피아노반주법, 가창지도법, 관현악법, 국

방학, 체육교육론, 운동학습및심리, 건강교

등수학을위한기하학, 수학및수학교육사, 기

악개론, 서양음악사, 음악교육론, 중등합창·

육, 특수체육, 체육교육관리 등

하학특론, 수학논리및논술 등

합주지도법, 지휘법, 음악교수법 등

졸업 후 진로  교직, 체육관련 기구나 단체, 레저

졸업 후 진로  교직,

졸업 후 진로  교직,

스포츠 강사, 물리치료사, 각 운동종목 코치, 유

주요 커리큘럼  미분적분학,

집합론, 논리와수

보험회계, 컴퓨터 수학분

국·공립 합창단, 교향악

야, 통계분야, 공기업 및 기업체, 시스템 분

단, 학원 및 개인레슨, 대학원 진학 등

아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심판 등

석 연구소, 학원계, 대학원 진학 등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math/

http://www.cju.ac.kr/web/musicedu

http://www.cju.ac.kr/web/physedu

전화번호  043-229-8612

전화번호

전화번호

043-229-8602

043-229-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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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GUIDE

예술
대학
College of Art

산업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Craft & Design

글로벌 감각의 다빈치형 인재를 육성하

대중적, 산업적 디자인 영역에서부터

기 위하여 범학문적 지식을 교육하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사고와 표현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합니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영화학과

Department of Cartoon and Animation

Department of Film

첨단 영상콘텐츠 산업 분야를 선도할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영화

창의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

예술의 작업 과정과 제반 테크놀로지

로,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기초과

를 습득하고, 창작자로서의 철학과 창

정에서부터 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특

의성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

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장 실

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영화실습 교육

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만화, 애니

과 함께 영상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메이션, 영상편집, 특수효과 등 다양한

상호 문화적 접근을 통해 전문 공연 및

문화콘텐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술인을 육성합니다.

주요 커리큘럼  인체드로잉,

주요 커리큘럼  영화개론,

애니메이션기초,

시나리오워크샵, 영

표현매체연구, 애니메이션제작기법, 캐릭터

화기술기초, 세계영화사, 호흡과발성, 영화

디자인, 동작연구, 카툰창작, 게임애니메이

제작워크샵, 쇼트분석, 영화분장, 카메라연

션, 영상편집, 스토리스트럭쳐연구, 디지털

기워크샵, 편집워크샵, 한국영화사, 영화산

페인팅, 3D애니메이션, 극화창작 등

업세미나, 영화기획·마케팅 등

졸업 후 진로  만화가,

졸업 후 진로  영화감독,

애니메이터, 작가, 애니

영화배우, 촬영/조명

메이션감독, 시나리오작가, 캐릭터디자이너,

감독, 편집(필름/디지털), 프로덕션디자이너,

전업작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진로의 폭

디지털아티스트, 프리랜서, 영상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시나리오작가, 영화기획

이 넓은 학문입니다. 전공 탐색과 관련

게임CG디자이너 등

및 제작, 영화배급 및 마케팅 등

지식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창의성과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cart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film

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탐구하

조형적 능력을 계발하는 전공심화과정

전화번호  043-229-8671

전화번호

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디자인 교육

과 함께 기초학년부터 포토샵, 일러스

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트레이터, CAD, 3D프로그램 등의 전문

연극학과

비주얼아트학과

주요 커리큘럼  평면조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Theater

Department of Visual Art

디지털드로잉기법,

043-229-8692

일러스트레이터,

1981년 연극영화과로 개설되어 오늘에 이

모든 시각예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형, 모형제작기법, 주거공간디자인, 제품디

색채와표현, 재료와표현기법연구, 입체디자

르기까지 35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

조형요소와 조형원리에 대한 학습을 바

자인프로세스, 디자인이노베이션, 디지털

인, 작가와예술론, 오토CAD, 디자인·공예

다. 차세대 연극 예술인 양성을 위해 진취

탕으로, 학생들이 창의적 표현능력을

3D모델링, 디자인포트포리오 등

교육론, 융복합섬유디자인, 융복합금속디자

적 실험정신과 창의력을 고취하는 실습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제품

인, 융복합도자유리디자인 등

위주 교육과 적극적인 산학협력 교류를

폭넓은 통찰력과 유연성을 가진, 시대

실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전문 연극

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멀티플레이어를

예술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체
에 기여합니다.

산업디자인론, 디자인아이디에이션, 입체조

디자인, 환경제품 디자인,

주요 커리큘럼  동양미술사,

실내디자인, 콘텐츠디자인, 운송디자인, 의

졸업 후 진로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미

료 및 산업기기디자인, 가구 및 조명디자인,

술실기교사, 대학교수, 중·고등 미술교사,

기업, 연구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

디자인 교습소, 문화상품개발업체 디자이
너, 광고홍보회사, 공예미술작가, 개인 공방

주요 커리큘럼  연극개론, 소리와움직임, 딕숀,

http://www.cju.ac.kr/web/indust

및 샵(shop) CEO 등

연극사, 즉흥연기, 극장무대기술, 연극워크

주요 커리큘럼  미술공동체, 한국미술사, 기초

전화번호  043-229-8649

학과 홈페이지

샵, 연기, 창작무대, 무대미술, 희곡연구, 화

조형, 기초드로잉, 입체조형, 재료와표현, 창

술, 뮤지컬연기, 연극제작, 연극기획경영, 연

작드로잉, 사진실기, 조형예술론, 미디어스

극비평연구 등

터디, 아동미술특론, 미술치료, 셀프프로모

졸업 후 진로  학계 진출, 방송, 영화, 연극 등의

션, 미디어작품세미나 등

현장에서 연출, 배우, 기획자, 극작가, 무대장치

졸업 후 진로  작가, 문화예술기획자, 학예연구

가, 음향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무대감독 등

사, 예술강사, 디자이너, 아동미술선생님, 공
공미술작가, 문화기획자, 사진전문가, 광고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http://www.cju.ac.kr/web/craft

043-229-8659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인쇄, 광고, 뉴미디어 등 시각디자인 분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theat

과 기술교육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기

전화번호

야의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새로운 조

초과목의 내적 충실화를 기하고 있습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vart

형 능력을 훈련하고 창조적 발상 훈련,

니다. 학생들은 기능에 대한 이해와 진

전화번호

디자인 매니지먼트 등과 관련한 디자인

취적인 이론 적립을 위한 학습, 실험적

방법론을 교육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

인 디자인 감각훈련 등 균형 있는 학습

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가치 창출자로서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력 있는 패션디

의 전문 시각 디자이너 양성에 중점을

자이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  평면조형,

주요 커리큘럼  패션드로잉,

인체와패턴구조,

포토그래피, 시각전

피복관리학, 산업패턴설계, 패션소재기획,

달디자인론, 발상기법론, 컴퓨터그래픽스,

복식조형, 직조및편물, 패션디자인론, 동서

디자인글쓰기, 일러스트레이션, 북아트디자

양패션사, 섬유예술, 토탈디자인, 패션마케

인, 타이포그래피, 캐릭터디자인, 편집디자

팅, 패션콜라보레이션 등

인, 시각정보디자인, 영상광고디자인 등

졸업 후 진로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가공

졸업 후 진로  영상물제작회사, 광고제작회사,

기사, 섬유가공산업기사, 의류기사, 패션디자

웹 에이전시, 방송국영상실, 콘텐츠 기획사,

인 산업기사 편물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등

Cable TV회사, 게임회사, 인터넷방송사, 연

학과 홈페이지

예이벤트회사 등

http://www.cju.ac.kr/web/fashion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visu

전화번호

전화번호

043-229-8683

043-229-8682

043-229-8700

기획자, 웹디자이너 등
043-229-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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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보건
의료
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s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Department of Nursing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

의료 분야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널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 혹은

사하는 전문 간호인, 지식과 기술, 태도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

정신 기능 손상이 발생, 사회 적응력이

를 겸비한 세계적인 보건 의료인을 육

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합니다. 방

감소된 사람들에게 일상 및 사회활동이

의료경영학과

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간존중의 간

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를 포함한 방사

가능하도록 치료를 시행하고, 도구를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호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 간호지식과

선종양 분야와, 방사선동위원소를 이

이용해 신체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익혀 간호현장과 교

용해 핵의학 검사를 수행하는 핵의학기

장애를 예방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연구

육, 연구과정을 통합하는 교과 과정을

술과학 분야 등에서 활약할 방사선사

의과학 지식과 전문적인 치료기술 등

하고, 해당 기관의 경영을 담당할 전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를 양성합니다.

을 습득합니다.

인력을 양성합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

주요 커리큘럼  보건학,

인간발달론, 간호학개

주요 커리큘럼  해부생리학세미나,

방사선학

주요 커리큘럼  작업치료학개론,

의학용어, 인

라 제약회사, 민간보험사, 정부 산하기

론, 해부생리학, 간호병리학, 간호미생물학,

세미나, 의학용어연습, 환자간호및서비스,

체해부학, 인체생리학, 작업치료신경해부학,

관에 필요한 의료경영 전문인력을 배출

간호윤리의이해, 성인간호학, 의료커뮤니케

디지털의료영상학실습, 방사선물리학, 방사

재활의학, 인체운동학, 정신의학, 인지재활,

하고 있습니다.

이션, 노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

선관리학, 방사선기기학, 초음파영상학실

운동치료학및실습, 작업치료도구, 보조기및

호학, 간호연구 등

습, 핵의학임상실습, 보건의료법규 등

의지학, 감각통합치료 등

졸업 후 진로  대학병원,

졸업 후 진로  재활의학과,

졸업 후 진로  병원간호사,

해외취업, 산업장

종합병원, 병원, 보건

정신과, 치매센터

간호사, 개인 창업, 메디컬 관련 상담원, 보

소 등 의료기관, 대학교수 요원, 국가연구소

등의 의료기관, 복지관, 재활원, 양로원, 장

건직 공무원, 보건의료 관련 업체 등

및 관련연구소 연구원, 방사선 이용 기관의

애인 관련단체, 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학과 홈페이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 기술과학 전문

교육 및 보육시설 등

http://www.cju.ac.kr/web/nursing/

연구자 등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occup

학과 홈페이지

전화번호  043-229-7980

전화번호

043-229-8991

공중보건학,

의료경영학, 의료윤리학, 해부생리학, 병원
전산학, 보건경제학, 의료정보관리학, 병원
노사관계, 의무기록관리학, 의료경영진단및
분석, 의료마케팅, 보건의료법규 등
졸업 후 진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직공

무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정보회사, 의
료기관 단체 등

http://home.cju.ac.kr/radiology
전화번호

주요 커리큘럼  보건행정학개론,

학과 홈페이지

043-229-7990

http://home.cju.ac.kr/hosm/index.html
전화번호  043-229-7996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스포츠의학과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epartment of Sports medicine

미래 구강보건을 담당할 치과 위생사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물리치료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양성을 목표로 우수한 교수진, 현장 접

기초 과목과 더불어 물리치료 평가와

기초 의·과학과 생명과학이 결합된 융

한 외과적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유아,

치료방법을 학습하는 임상 기초 및 임

합학문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경과, 예

청소년의 발육발달에 관한 운동 프로그

치위생학 분야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상 물리치료를 교육합니다. 최첨단 장

후 등을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빠

램, 성장기 질병 치료를 위한 운동처방, 성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

비를 이용한 다양한 실습을 통해 재활

르고 정확하게 측정, 판독하는 응용학

인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운동처방 등을

장 적응 능력이 뛰어난 치과 위생사 배

과 치료 업무 전반을 원활하게 수행하

문입니다. 다양한 진단기술과 기법을

두루 교육하여 우수한 운동치료사 및 스

출을 위해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

는 물리치료사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습득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고 체계화

포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합니다.

근형 실습실 등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된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임상병리 분

운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과 질병에 대

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  물리치료학개론,

주요 커리큘럼  보건학,

치위생학개론, 구강해

반물리학, 일반생물학, 생리학, 임상운동학,

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웨이트트레이닝, 운동심리학, 스포츠물리치

부학및실습, 치아형태학및실습, 구강조직발

물리치료진단학, 수치료및마사지, 스포츠물

주요 커리큘럼  임상병리학개론,

의학용어, 생

료학개론, 스포츠의학개론, 응급구조및심폐

생학, 구강생리학, 치주학, 구강병리학, 임상

리치료학및실습, 재활심리및평가, 공중보건

화학, 인체해부학, 임상생리학, 임상혈액학,

소생법, 운동영양학, 운동처방론, 스포츠마

치과학, 치위생학및실습, 치과의료서비스,

학, 근거중심물리치료 등

조직병리학, 임상미생물학실험, 임상기기분

사지, 트레이닝방법론 등

치위생영어, 보건의료법규 등

졸업 후 진로  병원과 재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석학, 면역학, 임상화학실험, 임상바이러스

졸업 후 진로  스포츠

졸업 후 진로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에 물리치료사, 운동트레이너, 의학 분야 전

학, 공중보건학, 감염관리학 등

스포츠시설 전문트레이너,각종 스포츠 팀

대학병원 및 기업체 의무실의 치과위생사,

문가, 의료기관, 재활원, 장애인복지관, 보건

졸업 후 진로  종합병원,

트레이너 및 치료사, 유아 성장 스포츠 지도

국립보건원, 국공립 의료기관, 각종 보건소

소, 스포츠 트레이너 및 대기업 물리치료실

국관리소, 검역소,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 국

자, 장애인 재활운동 처방사 등

의 보건직 공무원, 구강보건 관련 업체 등

과 특수운동센터 등

립보건원, 국립수사연구소, 건강관리협회, 적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십자혈액원, 보건직공무원, 제약회사 등

전화번호

http://home.cju.ac.kr/dental/index.htm

전화번호

전화번호  043-229-8995

의학용어, 일

http://cjpt.cju.ac.kr

043-229-8635

보건소, 교육청, 출입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biomedi
전화번호  043-229-7978

주요 커리큘럼  스포츠의학용어,

운동생리학,

재활병원 운동 처방사,

http://www.cju.ac.kr/web/sports

043-22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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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GUIDE

군사
학부

항공
학부

Division of
Military Studies

Division of
Aeronautics

군사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Department of Flight Operation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국제 수준의 정예조종사 및 운항관리,

Department of Aerospace &
Mechanical Engineering

형 군사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군사이

항공정비 및 부품설계 전문 인력 양성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론 지

론의 과학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을 목표로 항공공학, 기계공학의 전반

식 습득과 최첨단 항공기 정비 및 현장 실

군사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합니다. 또한

적인 전문지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현

습, 체계적인 항공기 정비 교육 프로그램

어학능력 및 다양한 국제문화 역량을

장실무를 습득할 수 있는 최첨단 실습

등을 통해 첨단 항공기의 정비기술 전문

겸비한 글로벌 군사전문가, 유연하고 탄

용 항공기 4대와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가와 기계공학 기술자를 양성합니다. 이

력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창조형 군사전

국내 최고 수준의 비행실습 교육을 실

를 위해 심도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철저

문가를 양성합니다.

시하고 있습니다.

한 학사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커리큘럼  무도,

주요 커리큘럼  항공우주학개론,

병영체험, 군사학개론,

항공전자, 항

주요 커리큘럼  항공공학개론,

기계공학개론,

북한학, 군사이론, 병서강독, 무기체계론, 병

공생리학, 국내항공법, 항공기시스템, 비행

공학수학, 재료역학, 항공기체구조, 기계재

영체험, 군사사상, 군사지리학, 군대윤리, 전

안전관리, 국제항공커뮤니케이션, 항공교통

료학, 기계공작법, 항공역학, 항공기체정비

쟁론, 군법개론, 국가안보론, 리더십, 국방정

업무, 항공기상학, 모의비행, 계기비행론, 운

실습, 항공장비, 헬리콥터공학, 항공정비관

책론, 전략론, 직업군인론 등

항실습, 항공학특론 등

리, 항공법 등

졸업 후 진로  군인, 군무원, 공무원, 관련 연구

졸업 후 진로  민간항공사,

기관 및 방위산업체 등

사, 항공사 지상관리직, 항공관련 연구소 등

품 및 완제기 제작회사, 항공기 부품 제작사,

학과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air

항공기 정비회사, 기계관련 회사, 항공기계

http://home.cju.ac.kr/ms/index.htm

전화번호

전화번호

043-229-7950

공군 및 해군 조종

043-229-7955

졸업 후 진로  민간

항공 정비분야, 항공기 부

관련 연구소 등
학과 홈페이지

http://www.cju.ac.kr/web/aeromech
전화번호

043-229-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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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01 전형일정
※ 우리 대학교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일정

모집요강 홈페이지 게시

입학원서 접수
(100% 인터넷 접수)

2014.12.19(금) ~ 12.24(수)
마감일 24일(수)은 18:00까지

지원서류 제출
(정원외 특별전형 추천서 등)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고지서 교부

합격자 등록

2014.12.01(월) ~

비고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www.cju.ac.kr

유웨이: www.uway.com
진학사: www.jinhak.com

2014.12.19(금) ~ 2014.12.30(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번호: 363-76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입학처)

가군

2015.01.07(수) ~ 01.11(일)

2015.01.07(수):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산업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2015.01.08(목):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5.01.07(수) ~ 01.11(일): 영화학과

나군

2015.01.15(목)

다군

2015.01.21(수) ~ 01.25(일)

2015.01.27(화) 예정
※ 항공운항학과는 2015.01.29(목)

2015.01.30(금) ~ 02.03(화)

시각디자인학과, 비주얼아트학과

2015.01.21(수): 패션디자인학과
2015.01.21(수) ~ 01.25(일): 연극학과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www.cju.ac.kr

우리 대학교 지정 등록처

※ 유의사항
- 모집시기별 복수지원 금지 안내: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시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우리 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우리 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2015학년도 신입학전형 정시모집은 우리 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의 「가」, 「나」, 「다」군 중 서로 다른 모집군에는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같은 군에서는 우리 대학교와 타 대학에 동시 지원하는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류(학생부 성적 온라인 제공 불가자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특성화고교졸업자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등)는 우리 대학교 입학처를 방
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2014.12.30(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14.12.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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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마감 후인 2014.12.16(화) 22:00 확정되며,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www.cju.ac.kr)에 2014.12.18(목)
10:00 게시합니다.

대학

계열

경
상
대
학

사
회
과
학
대
학

인문

인
문
대
학

이
공
대
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가군
수능
일반전형 군사학

정원내
정원외
나군
다군
농어촌
특성화고
실기
수능
실기
수능
실기
예체능 일반전형 예체능 일반전형 예체능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경영학과

100

-

-

-

30

-

-

-

-

()

-

-

()

-

회계학과

60

-

-

-

20

-

-

-

-

()

-

-

()

-

경제학과

50

-

-

-

16

-

-

-

-

()

-

-

()

-

무역학과

50

-

-

-

17

-

-

-

-

()

-

-

()

-

관광경영학과

80

-

-

-

25

-

-

-

-

()

-

-

()

-

호텔경영학과

60

-

-

-

18

-

-

-

-

()

-

-

()

-

중국통상학과

40

-

-

-

11

-

-

-

-

()

-

-

()

-

법학과

70

22

-

-

-

-

-

-

()

-

-

-

-

-

행정학과(교직)

55

-

-

-

16

-

-

-

-

()

-

-

-

-

지적학과

40

13

-

-

-

-

-

-

()

-

-

()

-

-

정치안보국제학과

30

-

-

-

9

-

-

-

-

()

-

-

-

-

사회복지학과

45

-

-

-

10

-

-

-

-

()

-

-

()

-

신문방송학과

60

-

-

-

19

-

-

-

-

()

-

-

()

-

광고홍보학과

60

-

-

-

18

-

-

-

-

()

-

-

()

-

국어국문학과(교직)

30

-

-

-

-

-

10

-

-

-

()

-

-

-

역사문화학과(교직)

40

-

-

-

-

-

13

-

-

-

()

-

-

-

문헌정보학과(교직)

50

-

-

-

-

-

16

-

-

-

()

-

-

()

문화콘텐츠학과

40

-

-

-

-

-

13

-

-

-

()

-

-

()

영어영문학과(교직)

60

-

-

-

-

-

19

-

-

-

()

-

-

-

일어일문학과(교직)

35

-

-

-

10

-

-

-

-

()

-

-

-

-

중어중문학과(교직)

30

-

-

-

-

-

8

-

-

-

()

-

-

-

응용화학과

40

-

-

-

-

-

13

-

-

-

()

-

-

()

생명과학과

45

-

-

-

15

-

-

-

-

()

-

-

()

-

바이오메디컬학과

40

-

-

-

13

-

-

-

-

()

-

-

()

-

통계학과

40

-

-

-

13

-

-

-

-

()

-

-

()

-

토목공학과

45

-

-

-

14

-

-

-

-

()

-

-

()

-

환경조경학과

55

-

-

-

17

-

-

-

-

()

-

-

()

-

환경공학과

45

-

-

-

-

-

14

-

-

-

()

-

-

()

건축공학과

45

-

-

-

15

-

-

-

-

()

-

-

()

-

건축학과(5년제)

39

-

-

-

-

-

12

-

-

-

()

-

-

()

전자공학과

90

-

-

-

29

-

-

-

-

()

-

-

()

-

자연

☞ (교직)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입니다.
☞ 군사학과, 항공운항학과는 별도의 모집요강에 의거 선발합니다.
☞ 군별로 복수지원 가능하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교차지원을 허용합니다.
☞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송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2월 국가생명과학연구의 중심지인 충북 오송에 위치한 오송산
업단지캠퍼스로 이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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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이
공
대
학

사
범
대
학

예
술
대
학

보
건
의
료
대
학

직
할
학
부
군

계열

모집단위

가군
수능
일반전형 군사학

정원내
정원외
나군
다군
농어촌
특성화고
실기
수능
실기
수능
실기
예체능 일반전형 예체능 일반전형 예체능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반도체공학과

80

-

-

-

26

-

-

-

-

()

-

-

()

-

컴퓨터정보공학과

50

-

-

-

15

-

-

-

-

()

-

-

()

-

산업공학과

35

-

-

-

-

-

9

-

-

-

()

-

-

()

레이저광정보공학과

60

-

-

-

19

-

-

-

-

()

-

-

()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0

9

-

-

-

-

-

-

()

-

-

()

-

-

태양광에너지공학과

40

-

-

-

14

-

-

-

-

()

-

-

()

-

제약공학과

40

-

-

-

-

-

13

-

-

-

()

-

-

()

인문

국어교육과

37

-

-

-

12

-

-

-

-

()

-

-

-

-

자연

수학교육과

37

12

-

-

-

-

-

-

()

-

-

-

-

-

음악교육과

38

-

-

21

-

-

-

-

-

-

-

-

-

-

체육교육과

40

-

-

22

-

-

-

-

-

-

-

-

-

-

산업디자인학과

45

-

-

28

-

-

-

-

-

-

-

-

-

-

시각디자인학과

45

-

-

-

-

46

-

-

-

-

-

-

-

-

공예디자인학과

40

-

-

24

-

-

-

-

-

-

-

-

-

-

패션디자인학과

30

-

-

-

-

-

-

18

-

-

-

-

-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40

-

-

24

-

-

-

-

-

-

-

-

-

-

연극학과

35

-

-

-

-

-

-

22

-

-

-

-

-

-

영화학과

45

-

-

28

-

-

-

-

-

-

-

-

-

-

비주얼아트학과

20

-

-

-

10

-

-

-

-

-

-

-

-

간호학과

100

-

-

-

-

-

32

-

-

-

-

-

-

-

치위생학과

40

-

-

-

13

-

-

-

-

-

-

-

-

-

방사선학과

30

-

-

-

-

-

10

-

-

-

-

-

-

-

물리치료학과

40

13

-

-

-

-

-

-

-

-

-

-

-

-

작업치료학과

40

13

-

-

-

-

-

-

-

-

-

-

-

-

임상병리학과

40

-

-

-

-

-

13

-

-

-

-

-

-

-

인문

의료경영학과

40

-

-

-

13

-

-

-

-

-

-

-

-

-

자연

스포츠의학과

40

-

-

-

-

-

13

-

-

-

-

-

-

-

인문

군사학부 군사학과

50

-

20

-

-

-

-

-

-

-

-

-

-

-

항공운항학과

40

-

-

-

-

-

15

-

-

-

-

-

-

-

자연

항공학부
항공기계공학과

40

14

-

-

-

-

-

-

()

-

-

()

-

-

2,856

96

20

147

447

56

223

40

자연

예·체능

예·체능

자연

합계

수시결원

☞ (교직)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입니다.
☞ 군사학과, 항공운항학과는 별도의 모집요강에 의거 선발합니다.
☞ 군별로 복수지원 가능하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교차지원을 허용합니다.
☞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송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2월 국가생명과학연구의 중심지인 충북 오송에 위치한 오송산
업단지캠퍼스로 이전 예정입니다.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대학

입학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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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사항
가 | 지원자격
● 일반전형: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정원외전형: 2010년 1월 이후 우리나라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각 전형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정원외전형은 201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의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해당 고등학교장이 확
												

인하여 추천한 자
※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05. 전형유형별 모집안내” 참조

(2) 농어촌학생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또는
-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합니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 학생부 교과성적이 없는 자(검정고시합격자, 외국의 고교 졸업(예정)자, 교과교육소년원 교과과정 이수자)는 정원외 전형(특성화고졸업
자, 농어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 지원방법
● 2015학년도 신입학 전형 정시모집은 우리 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의 「가」, 「나」, 「다」군 중 서로 다른 모집군에는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군에서는 우리 대학교와 타 대학에 동시 지원하는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대학교의 같은 군에서는 복수지원을 금하며 1지망만 지원을 허용합니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우리 대학교 입학원서는 100%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 www.uway.com, 진학사: www.jinhak.com) 1개를 선택하
여 대행사에서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학생부 성적과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 선발방법
● 모든 전형유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지원자 중에서 전형 총점 순에 의하여 전원 선발합니다.
● 특성화고교졸업자와 농어촌학생전형의 전체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최종 등록마감 결과에 따라 그 인원이 정해지며 그 정해진 인원 범위
(전형유형별 전체 모집인원에서 수시모집에 합격 등록한 인원을 감한 나머지 인원) 내에서 최종 모집인원(수시모집 등록인원 포함)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합니다.
● 실기고사 실시 모집단위는 모집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통합하여 선발합니다.
● 다음 해당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됩니다.
(1) 실기고사 실시하는 전형유형 지원자 중 해당고사 불응시자
(2) 우리 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충원합격자 포함)한 자
(3) 수능 미응시자 및 우리 대학교 수능 반영영역 성적이 없는 자
(4)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군별 과목수 미달자로서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된 자
- 국어 교과군 2과목 미달자
- 영어 교과군 3과목 미달자
- 수학 교과군 3과목 미달자
- 기타 교과군(사회, 과학, 제2외국어) 2과목 미달자
(5) 우리 대학교 정시모집 동일 모집 “군” 내의 복수지원자
(6)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이 없는 자 및 서류 미제출자
(7) 입학전형 부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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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라 | 지원서류 제출
● 지원자별 제출서류: 다음 중 “주민등록초본”은 거주기간(초·중·고교 재학 중 거주 사실 확인)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수량

기타 및 유의사항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 고등학교장 발행
(한글 번역문 첨부)

특성화고교 졸업자

•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확인서
(우리 대학교 소정 서식)

1부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직인 날인)

농어촌학생
(고교 3년 동안
농어촌 거주자)

•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모(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직인 날인)

농어촌학생
(초·중·고 12년
동안 농어촌 거주자)

• 농어촌학생전형 추천서
• 학적부 사본(초등학교, 중학교)
• 주민등록초본(학생)

각 1부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직인 날인)
• 농어촌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부모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고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자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

• 학생부는 각 장(앞장과 뒷장) 사이에
간인(학교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 방법
구분

기간

제출처
우편번호: 363-76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번지 청주대학교 입학처

우편 제출

2014.12.19(금) ~ 2014.12.30(화)
방문 제출

※ 2014년 12월 30일자 우체국 소인 유효

청주대학교 입학처(대학본부 1층)

마 | 고사일정
● 고사일정 및 고사실은 2015.01.05(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험생은 고사실을 확인하여 고사 당일 고사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고사
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구분

모집군

가군

모집단위

일정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산업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학과

2015.01.07(수)

만화애니메이션학과

2015.01.08(목)

영화학과

2015.01.07(수) ~ 01.11(일)

실기고사

나군

시각디자인학과, 비주얼아트학과

2015.01.15(목)

패션디자인학과

2015.01.21(수)

고사 당일 지참물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중 하나

다군
연극학과

2015.01.21(수) ~ 01.25(일)

<유의사항>
① 실기고사 응시 대상자는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② 실기고사 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등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합니다.
③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유형에 지원한 자가 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됩니다.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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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정

최초 합격자
2015.01.27(화) 예정
※ 단, 항공운항학과는 2015.01.29(목) 예정

1차 충원 합격자

2차 이후 최종 합격자

2015.02.04(수)

2015. 02.05(목) ~ 02.12(목) 21:00

인터넷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cju.ac.kr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cju.ac.kr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ARS

060-702-2510

060-702-2510

개별 통보

합격증 교부

2015.01.29(목) 이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2015.02.04(수) 이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발표 익일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기간

2015.01.30(금) ~ 02.03(화)

2015.02.04(수) ~ 02.05(목)

합격자 통보 시 명시

등록장소

지정 납부처

지정 납부처

지정 납부처

합격자 발표

사 | 전형료
● 전형유형별 전형료
구분

전형료

전체전형(예·체능계열 제외)

30,000원

예·체능계열

70,000원

비고

● 전형료 환불: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하지 않음.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대학
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료 반환이 가능하며,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부터 제6항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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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형방법
다음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에서 「마. 실기고사 반영방법」까지의 전형방법 이외의 세부 사항은 우리 대학교가 별도로 정한 입학사정원칙에 따릅니다.

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구분

총점(비율)

수능성적(비율)

학교생활기록부(비율)

실기고사(비율)

인문계열, 자연계열 전체 모집단위

800점(80%)

200점(20%)

-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300점(30%)

200점(20%)

500점(50%)

200점(20%)

100점(10%)

700점(70%)

800점(80%)

200점(20%)

-

350점(35%)

200점(20%)

450점(45%)

-

1,000점(100%)

-

공예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비주얼아트학과

1,000점
(100%)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학생

나 | 동점자 처리기준
● 입학전형 성적 총점이 동점인 자의 석차 부여는 다음 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 수능 반영 영역의 환산점수 총 성적이 우수한 자
(2) 실기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예·체능계열 지원자에 한함)
(3)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이 우수한 자
(4) 반영된 교과 성적 중 고학년 교과목 수가 많이 반영된 자
(5) 이후 동점자의 석차 부여는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 수능은 백분위 점수로 반영합니다.
● 반영 수능 영역
지원 모집단위

반영 수능 영역

전체학과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의 합(직업탐구 제외)

● 반영 수능 성적 산출식

A = P × C × 10
C=D÷2
D = E1 + E2

A = 반영 수능 성적
P =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비율
C = 반영 영역 수능 백분위 점수의 평균
D = 반영 영역 수능 백분위 점수의 합
E = 수능 영역별 백분위 점수

			 ※ 위의 A와 C의 산출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 가산점 부여
(1) 국어, 수학 영역 B형 응시자는 취득 백분위 점수의 1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단, 우리 대학교가 반영하는 2개 영역에 포함되어 전형 성적으로 반영되었을 경우에만 가산합니다.
(2) 수능의 과학탐구 응시자는 전형 총점(1,000점)에 가산점 10점을 부여합니다.
					 ※ 과학탐구 가산점은 우리 대학교 자연계 모집단위에 한하며 과학탐구 수능 백분위 성적이 상위 성적 2개 영역에 포함되어 전형 성적으로 반영
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3) 수능 국어, 수학 영역 백분위 점수의 가산점은 수능성적 반영점수 총점 범위 내에서 가산합니다.
● 탐구영역의 경우에는 상위 2과목의 백분위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하며 1과목을 응시하였을 경우 반영하지 않습니다.
● 수능 영역별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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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적용자
(1) 대상자
- 일반전형, 예체능전형 지원자 중 2010년 1월 이후 우리나라 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 정원외전형(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2) 교과 전형성적 반영방법
- 반영방법
·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성적표 또는 수험생이 제출하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상의 성적을 활용하여 국어 교과군에서 상위 성적 2과목,
영어 교과군에서 상위 성적 3과목, 수학 교과군에서 상위 성적 3과목을 그리고 사회, 과학, 제2외국어 3개 교과군 중에서 교과군 구분 없이 상위
성적 2과목을 포함하여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총 10개 과목의 평균(표준점수 활용)으로 반영합니다.
- 이수단위 2 이상인 교과만 반영하며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 그리고 비교과의 출결상황과 봉사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직업과정반 편성 간주자도 위와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① 우리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성적에 반영하는 교과군별 과목수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3) 교과 전형성적 산출식: 다음의 각 산출 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① 인문·자연계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160 + 40 × {(반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100}
②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142 + 58 × {(반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100}
③ 공예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비주얼아트학과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42 + 58 × {(반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100}
④ 특성화고교졸업자, 농어촌학생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1,000 × {(반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100}
※ 반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개별 교과 표준점수의 합 ÷ 10(반영교과 과목수)
개별 교과 표준점수 = 12 x {(교과원점수 - 교과평균점수) ÷ 교과표준편차} + 75
단, 개별 교과 표준점수가 100보다 크면 100으로 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하며 표준편차가 0인 교과목은 성적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비교내신 적용자
(1) 대상자(일반전형, 예체능전형 지원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한함)
- 2009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외국의 고교 졸업(예정)자
- 교과교육 소년원교과과정 이수자
(2) 비교내신 자료: 2015학년도 수능 백분위 점수
(3) 비교내신 성적의 전형성적 산출식
① 인문·자연계열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160 + ( 40 ×

수능 상위 2개 영역 백분위점수 평균
)
100

②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142 ＋ ( 58 ×

수능 상위 2개 영역 백분위점수 평균
)
100

③ 공예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비주얼아트학과 지원자
교과 전형성적 = 42 ＋ ( 58 ×

수능 상위 2개 영역 백분위점수 평균
)
100

※ 위 산출식 최종 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4) 비교과 성적: 출결상황, 봉사활동 등 비교과 성적은 비교내신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①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학생부 성적과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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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실기고사 반영방법
● 실기고사 내용
모집단위

실기과제

실기고사 내용
① 이태리 가곡 중 자유곡 1곡
② 독일 가곡 중 자유곡 1곡

성악

음악교육과
(실기과제 중 택1)

작곡

피아노

225점
225점

※ 단, 1.2항 모두 오페라 아리아는 제외

계

450점

① 화성학: 전통화성학 전반의 화성풀이
② 작곡실기: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분 형식(24마
디)의 피아노곡 작곡

225점
225점

준비물
반주자 동반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강사, 조교는 동반 불가)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 고사시간: 4시간

계
사
범
대
학

배점

① 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한악장
② 쇼팽에튀드 중 1곡
계

450점
225점
225점
450점

윗몸앞으로굽히기(체전굴)

90점

제자리넓이뛰기

90점

턱걸이(여자: 팔굽혀매달리기)

90점

농구

90점

배구

90점

운동화, 운동복

체육교육과

계

산업디자인학과

450점

발상과표현

발상과표현(켄트지 4절), 4시간

500점

물감, 붓, 파레트, 물통, 도형자,
연필, 컴퍼스, 정착액,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사고의전환

사고의전환(켄트지 3절), 4시간

500점

물감, 붓, 파레트, 물통, 도형자,
연필, 컴퍼스, 정착액,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발상과표현

발상과표현(켄트지 4절), 4시간

500점

물감, 붓, 파레트, 물통, 도형자,
연필, 컴퍼스, 정착액,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사고의전환

사고의전환(켄트지 3절), 4시간

500점

연필, 제도용구, 정착액, 물감(유화물감 제외),
붓, 파레트, 물통,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발상과표현

발상과표현(켄트지 4절), 4시간

700점

물감, 붓, 파레트, 물통, 기타

사고의전환

사고의전환(켄트지 3절), 4시간

700점

연필, 제도용구, 정착액, 물감(유화물감 제외),
붓, 파레트, 물통,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발상과표현

발상과표현(켄트지 4절), 4시간

500점

물감, 붓, 파레트, 물통, 기타

사고의전환

사고의전환(켄트지 3절), 4시간

500점

연필, 제도용구, 정착액, 물감(유화물감 제외),
붓, 파레트, 물통,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정물수채화

정물수채화(켄트지 4절), 4시간

700점

수채화 용구 일체

사고의전환

사고의전환(켄트지 3절), 4시간

700점

연필, 제도용구, 정착액, 물감(유화물감 제외),
붓, 파레트, 물통, 기타(채색가능한 물품)

칸만화

칸만화(켄트지 4절), 4시간

700점

상황표현

상황표현(켄트지 4절), 4시간

700점

(실기과제 중 택1)

시각디자인학과
(실기과제 중 택1)

공예디자인학과
예
술
대
학

(실기과제 중 택1)

패션디자인학과
(실기과제 중 택1)

비주얼아트학과
(실기과제 중 택1)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유화를 제외한 모든 채색 도구

(실기과제 중 택1)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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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집단위

실기과제

실기고사 내용

배점

연기

① 자유연기: 인쇄 발표된 희곡 중에서 수험생이 선
택한 한 작품의 독백장면을 임의 구성
하여 1분 이내로 발표
② 지정연기(당일 문제 제공)
③ 구술테스트

700점

스텝

① 장면구성: 당일 장면 제공
② 구술테스트: 지원한 분야에 맞는 구술테스트

700점

연기

① 자유연기: 상영된 영화의 시나리오 중에서 수험
생이 선택한 한 작품의 독백장면을 임
의 구성하여 1분 이내로 발표
② 개인특기 / 구술테스트

700점

스텝

① 장면구성: 당일 장면 제공
② 구술테스트

700점

연극학과
(실기과제 중 택1)

예
술
대
학

영화학과

준비물

(실기과제 중 택1)

● 체육교육과 채점기준표
등급 및 점수
종목

윗몸앞으로
굽히기(체전굴)

제자리
넓이뛰기

턱걸이
(여: 팔굽혀매달리기)

성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45점

남

28㎝ 이상

27.9 ~ 27

26.9 ~ 26

25.9 ~ 25

24.9~24

23.9 ~ 23

22.9 ~ 22

21.9 ~ 21

20.9 ~ 20

19.9 이하

여

32㎝ 이상

31.9 ~ 31

30.9 ~ 30

29.9 ~ 29

28.9~28

27.9 ~ 27

26.9 ~ 26

25.9 ~ 25

24.9 ~ 24

23.9 이하

남

290㎝ 이상 289.9 ~ 280 279.9 ~ 270 269.9 ~ 260 259.9 ~ 250 249.9 ~ 240 239.9 ~ 230 229.9 ~ 220 219.9 ~ 210

209.9 이하

여

230㎝ 이상 229.9 ~ 222 221.9 ~ 214 213.9 ~ 206 205.9 ~ 198 197.9 ~ 190

남

30회 이상

29 ~ 27

26 ~ 24

23 ~ 21

20 ~ 18

여

55초 이상

54.9 ~ 50

49.9 ~ 45

44.9 ~ 40

남

23회 이상

22 ~ 21

20 ~ 19

여

18회 이상

17 ~ 16

남

43회 이상

여

31회 이상

189.9 ~ 182

181.9 ~ 174

173.9 ~ 166

165.9 이하

17 ~ 15

14 ~ 12

11 ~ 9

8~6

5 이하

39.9 ~ 35

34.9 ~ 30

29.9 ~ 25

24.9 ~ 20

19.9 ~ 15

14.9 이하

18 ~ 17

16 ~ 15

14 ~ 13

12 ~ 11

10 ~ 9

8~7

6 이하

15 ~ 14

13 ~ 12

11 ~ 10

9~8

7~6

5~4

3~2

1 이하

42 ~ 40

39 ~ 37

36 ~ 34

33 ~ 31

30 ~ 28

27 ~ 25

24 ~ 22

21 ~ 19

18 이하

30 ~ 28

27 ~ 25

24 ~ 22

21 ~ 19

18 ~ 16

15 ~ 13

12 ~ 10

9~7

6 이하

농구

배구

※ 농구, 배구 실기고사 방법
농구: 골밑라인에서 휘슬소리와 함께 시작하여 3점슛 라인에 있는 고깔을 돌아 레이업슛 후 골대 밑에서 좌·우 번갈아 골밑슛 40초간 실시
				 (골인이 되어야 다음 장소로 이동)
배구: 높이 3m, 가로 1.5m × 세로 1m 직사각형을 목표점으로 오버토스 40초간 실시, 목표점에서 1.3m 이내에서 고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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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05 전형유형별 모집안내
가 | 일반전형, 예체능전형
● 지원자격
(1)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지원서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할 지원서류는 없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검정고시 합격자만 해당) 1부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한글 번역문 첨부 /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만 해당) 1부
- 고등학교생활기록부(직인 간인 / 학생부 성적 온라인 제공 불가자만 해당) 1부

나 | 특성화고교졸업자
● 지원자격
(1) 2010년 1월 이후 우리 나라 특성화고등학교(직업)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단 직업과정 위탁생은 제외, 특목고는 지원불가)로 해당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기준학과가 명시되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 특성화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입학에서 졸업까지)
● 지원서류
(1) 특성화고교 졸업자 동일계열 확인서(우리 대학교 소정 서식) 1부
(2)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교과 성적 온라인 제공 불가자만 제출)
● 모집단위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모집단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경영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회계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경제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항만물류과

무역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항만물류과

관광경영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가사계열: 조리과, 관광과
• 농생명계열: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호텔경영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가사계열: 조리과, 관광과
• 농생명계열: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중국통상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항만물류과

지적학과
사회복지학과

• 농생명계열: 조경과, 농업토목과
• 가사계열: 의상과, 보육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 농생명계열: 환경·관광농업과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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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신문방송학과

• 상업정보계열: 콘텐츠개발과
• 공업계열: 영상제작과

광고홍보학과

• 상업정보계열: 콘텐츠개발과
• 공업계열: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문헌정보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관광경영과

문화콘텐츠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관광경영과

응용화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가사계열: 간호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 수산해운계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생명과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가사계열: 간호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 수산해운계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바이오메디컬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가사계열: 간호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 수산해운계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통계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토목공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환경조경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디자인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 수산해운계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환경공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 수산해운계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건축공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디자인과, 영상제작과
• 농생명계열: 조경과, 농업토목과

건축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디자인과, 영상제작과
• 농생명계열: 조경과, 농업토목과

전자공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 농생명계열: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반도체공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농생명계열: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컴퓨터정보공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 농생명계열: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모집단위

특성화고교 기준학과

산업공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수산해운계열: 전자통신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레이저광정보공학과

• 상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금융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회계정보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농생명계열: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정보과
•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가사계열: 관광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산림자원과, 농업토목과, 조경과

태양광에너지공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 수산해운계열: 해양생산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정보과

제약공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식품공학과
• 가사계열: 간호과
•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 수산해운계열: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환경과

항공기계공학과

•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영상제작과
• 농생명계열: 조경과, 농업기계과
• 수산해운계열: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다 | 농어촌학생
●  2010년 1월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이 있음을 해당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한 자
(1)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제출서류: 아래의 “지원서류” 중 (1), (2) 단, 특이자(부모의 사망, 이혼 등)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호적등본)를 반드시 첨부
(2)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지
역에서 거주한 자
						☞ 제출서류: 아래의 “지원서류” 중 (1), (4)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
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3)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합니다.
● 지원서류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우리 대학교 소정 서식) 1부
(2) 부·모·학생의 가족관계 및 농어촌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1부
- 부/모/지원자(학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3) 특이자(부모의 사망, 이혼 등)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
(4) 농·어촌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부모는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학적부 사본(초·중학교) 및 주
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5)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교과 성적 온라인 제공 불가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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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원자 유의사항
가 | 입학전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
(1) 정시모집은 교육부가 정한 시험기간 “군(가군, 나군, 다군)”이 같은 대학 간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는 바,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2) 시험기간 “군”이 다른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은 그 중 반드시 1개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2개 이상의 합격한 대학
에 이중으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3) 우리 대학교 내의 동일한 군의 복수 지원자와 지원 무자격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합격했다 하더라도 조회
과정을 거쳐 합격과 입학을 취소합니다.
						☞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과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 및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입학 학기가 같은 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정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
되면 그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 조치합니다.
● 부정행위 금지
(1) 입학전형 과정에서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게 청탁 행위 또는 개인 교습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 후에라도 발견된
자는 입학을 취소 조치합니다.
(2) 지원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을 허가한 후에라도 발견된 자는 입학을 취소 조치합니다.

나 | 미등록 충원 및 추가합격에 관한 사항
● 모든 전형유형의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은 해당모집 “군”의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예비 후보자 순으로 충원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마감 결과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 대한 결원은 정시모집 모집단위별 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 1차 충원합격자는 2015.02.04(수)에 발표하고 합격여부는 ARS 또는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의 미등록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이후의 충원합격자는 2015.02.06(금) ~ 02.12(목) 중 발표하며 합격 예비후보자는 원서에 입력된 “전형기간 중 연락처”로 항시 연락 가능하도
록 조치하여야 하며, 우선순위의 예비 후보자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는 미등록 충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형기간 중 연락처로 연락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 | 등록금 환불
● 우리 대학교 신입학 전형 합격 등록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5.02.25(수) 16:00까지 등록취소를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등록금 환불
이 가능합니다.
(1) 2015.02.25(수) 이후 등록금 환불 안내
- 접수처: 우리 대학교 입학관리팀(본인 또는 보호자 직접 방문)
- 접수시간: 은행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 지참물: ①등록금 납부 영수증 ②본인 도장 ③보호자 도장 ④본인 신분증 ⑤보호자 신분증
● 2015.03.02(월) 이후 등록금 환불 신청자는 자퇴자이므로 입학금 전액 감액은 물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수업료도 일부 감액되어 환불됨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1) 자퇴자 등록금 환불 안내
- 접수처: 우리 대학교 경리팀 및 학사지원팀(자퇴원 제출)
- 접수시간: 은행 근무시간에 한합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참물: ①자퇴원(우리 대학교 학사지원팀에서 발급) ②등록금 납부 영수증 ③본인 도장
④보호자 도장 ⑤본인 신분증 ⑥보호자 신분증

라 | 유의사항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지원한 자 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일에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 실기고사 응시 대상자는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가 해당 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지원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합니다.
● 전형기간 중 수험생은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합격통지서 발송, 충원합격 통보 등을 대비하여 “전형기간 중 연락처”로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조치하
고, 연락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류 미제출자 및 지원서류 미비자와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지원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입학원서 접수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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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참고사항
가 | 원서접수 관련 사항
● 접수된 원서는 수정 또는 접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전형료 결제 이후에는 내용의 수정이나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은 지원자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2014.12.24 수요일)을 피하여 미리 접수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완료 후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지원자는 서류 제출 3~4일 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제출한 지원서류가 도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서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63 - 764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번지 청주대학교 입학처
• 제출기한: 2014. 12. 30(화)까지 단, 2014년 12월 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유웨이: www.uway.com
			 ※ 진학사: www.jinhak.com

나 | 기타사항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2015학년도 정시모집 신입학전형 사정원칙에 의거 처리합니다.
● 추가모집 관련 사항
(1) 정시모집의 최종 등록 마감 결과 등록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추후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2) 전형방법 등 모집요강 발표
- 추가모집을 실시할 경우 전형방법 등 자세한 모집요강은 추후 결정하여 우리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www.cju.ac.kr)에 발표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교 입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229-8033, 8034 입시상담 전용)

공통사항 / 전형별 모집요강

● 원서접수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2개 사이트 중 가급적 1곳만 이용하기 바라며 2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지원할 경우 금지 사항인 복수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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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학과 모집요강
가 | 전형일정
내용

일시

원서접수

비고
• 유웨이(www.uway.com)
• 진학사(www.jinhak.com)

2014.12.19(금) ~ 12.24(수) <17:00 마감>

[인터넷접수만 가능함]

1차전형 합격자 발표

2014.12.26(금) 17:00

• 본교 홈페이지(www.cju.ac.kr)

인성검사

2015.01.05(월) 13:00

• 본교 학군단

신체검사
체력검정

2015.01.06(화) 08:00

• 국군대전병원
• 본교 종합운동장

면접고사

2015.01.07(수) 08:30

• 본교 학군단

최종합격자 발표

2015.01.29(목) 17:00

• 본교 홈페이지 공고

최종등록금 납부

2015.01.30(금) ~ 02.03(화) 17:00

2차전형

• 본교 지정 등록처

나 | 모집인원
전형유형

일반전형(가군)

모집단위

모집인원
남

16명

여

4명

군사학과

다 | 지원자격
● 2010년 1월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자격소지자
			 ※ 단,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3488호)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 3세)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제한 시 지원불가)
군 인사법 제10조의 임용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軍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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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선발방법
● 선발시기별로 전형요소별 득점을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1) 1차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300%를 선발하며 합격자 중 최하성적(합격선)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합니다.
(2) 2차전형: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를 실시합니다.
					 ※ 여학생은 신원조회 미실시
(3) 최종선발: 2차전형자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학능력시험 성적, 체력검정 점수, 면접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 점수와 관련된 모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최종동점자는
(1) 수능성적 점수(영어, 국어, 수학 성적 상위 순)
(2) 체력검정점수
(3) 면접평가 합산점수 순서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마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최저학력기준 적용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1차선발

구분

수능성적

반영비율(%)(반영점수) 100(800)

2차선발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최종선발
인성검사

신원조회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는 합격/불합격만 판정

수능성적

체력검정점수

면접점수

계

80(800)

10(100)

10(100)

100(1,000)

구분

계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배점

800점

250점

250점

300점

※ 각 산출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1)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및 반영기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영어, 수학(A/B형), 국어(A/B형) 3개 영역 등급 합이 14등급 이내(B형 등급은 1등급 상향)

바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 반영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성적 반영
● 수능성적 산출식
성적 산출식

= 국어영역성적 + 수학영역성적 + 영어영역성적

국어영역 성적

= 개인별 국어영역 백분위 성적 × 2 . 5

수학영역 성적

= 개인별 수학영역 백분위 성적 × 2 . 5

영어영역 성적

= 개인별 영어영역 백분위 성적 × 3 . 0

※ 각 산출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가산점
(1) 국어, 수학 영역 B형 응시자는 취득 백분위 점수의 15% 가산합니다.
(2) 국어, 수학 영역 백분위 점수의 가산점은 수능성적 반영점수 총점(800점) 범위 내에서 가산합니다.

군사학과 모집요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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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2차전형 안내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일: 2014.12.26(금) 17:00
(1) 발표안내: 우리 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www.cju.ac.kr) -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2차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인성검사 당일 지참(우편접수 불가)
- 주민등록등본 4부

- 사진(컬러 탈모상반신 3x4cm) 5매

- 기본증명서 4부

- 고교생활기록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4부
● 2차전형 일정
내용

2차전형

일시

장소

인성검사

2015.01.05(월) 13:00

• 본교 학군단

신체검사
체력검정

2015.01.06(화) 08:00

• 국군대전병원
• 본교 종합운동장

면접고사

2015.01.07(수) 08:30

• 본교 학군단

비고

필히 수험표, 신분증 지참

※ 2박 3일 전형일정 동안 숙식 제공
● 신체검사
(1) 남학생은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만 판정
신체검사 합격기준
구분

질병·심신장애 신체등위

신장·체중 신체등위

비고

남자

3급 이내

2급 이내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자는 2차평가(체력검정, 면접(인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합·불판정

3급 이내

• 최대교정시력: 좌, 우 0.7 이상
• 근시: -8.75D 이하
• 원시: +3.75D 이하
• 난시: 수평수직굴절률 차이 4.0D 이하
• 부동시: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 이하

여자

-

※ 자세한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 선발신체검사 기준표 참조
※ 2차전형 신체검사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 참석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개인 신원확인 불가자) 응시 불가
- 신체검사 전일 20: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신검시작 12H 이전)
- 음주 또는 각종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검사 오류 또는 불합격 사유는 응시자 책임
-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 착용
-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로만 이동
		 · 상용 정보통신장비(PDA, DMB, 디지털카메라, MP3, USB 등) 휴대 불가
- 재검 또는 불합격 시 사유에 대해 지원자 본인이 명확히 확인
● 체력검정
(1) 3개 종목을 측정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며, 종목별 등급에 따른 취득점수를 최종선발에 반영합니다.
- 종목: 1.5Km달리기(여 1.2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 판정기준: 합격제, 점수제 적용
· 체력검정 각 종목별 하한선 취득자와 및 중도 포기자는 불합격 처리
· 기타 종목: 등급별 점수제 적용(팔굽혀펴기 각 0.4점, 윗몸일으키기 각 0.6점)
- 평가는 1회만 실시하고 재측정 기회는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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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정 등급 및 배점표
남학생 체력검정 기준
구분

( ) 배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5km달리기

6’08" 이내(50)

6’18" (49)

6’28" (48)

6’38" (47)

6’48" (46)

6’58" (45)

7’08" (44)

7’18" (43)

윗몸일으키기

82회 이상(30) 78회(29.4) 74회(28.8) 70회(28.2) 66회(27.6)

62회(27)

58회(26.4) 54회(25.8) 50회(25.2) 49회 이하(15)

9회 이하

팔굽혀펴기

72회 이상(20) 68회(19.6) 64회(19.2) 60회(18.8) 56회(18.4)

52회(18)

48회(17.6)

7회 이하

7’28" (42) 7’29" 이상(25)

44회(17.2) 40회(16.8) 39회 이하(10)

하한선 (불합격)
8’09" 이상

※ 한 종목이라도 하한선 미통과자는 불합격 처리
( ) 배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1.2km달리기

6’08" 이내(50)

6’18" (49)

6’28" (48)

6’38" (47)

6’48" (46)

6’58" (45)

7’08" (44)

7’18" (43)

윗몸일으키기

60회 이상(30) 54회(29.4) 48회(28.8) 42회(28.2) 36회(27.6)

30회(27)

24회(26.4) 18회(25.8) 17회(25.2)

팔굽혀펴기

28회 이상(20) 24회(19.6) 20회(19.2)

10회(18)

17회(18.8)

13회(18.4)

6회(17.6)

3회(17.2)

9급

10급

7’28" (42) 7’29" 이상(25)

2회(16.8)

하한선 (불합격)
8’09" 이상

16회 이하(15)

9회 이하

1회(10)

0회

※ 한 종목이라도 하한선 미통과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평가
(1) 면접배점 및 격차
구분

1시험장

2시험장

평가내용

신체균형·자세,
발성·발음

표현력·논리성,
국가관·리더십

지원동기, 품성,
성장환경(가정·학교)

인성검사

배점비율

10%

60%

30%

합·불

(2) 면접평가 기준
- 인성검사가 결과 E 판정자, 미참석자는 불합격 처리
- 2시험장은 육군 인성검사 결과와 심층면접으로 합격·불합격 판정
● 인성검사
(1) 육군 간부선발 시 시행하는 인성검사 적용
(2)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평가에 반영하여 합·불로 평가

아 | 사정제외자(불합격)처리
●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 인성검사, 신원조회 중 1개 전형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체
 력검정, 신체검사, 면접, 인성검사, 신원조회 중 1개 전형이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단, 면접평가 60점 미만자도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자격 미달자와 지원서 등 대학 및 군이 요구하는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및 반영영역 성적이 없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1차 전형에서 성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300%를 초과하는 자는 사정제외 처리합니다.
● 체력검정 각 종목별 하한선 이하 점수 취득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군사학과 모집요강

여학생 체력검정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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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전형료
1차 전형료

2차 전형료

계

비고

30,000원

70,000원

100,000원

2차전형 미선발자는 2차 전형료를 환불함

※ 1차전형 불합격자는 전형료 중 70,000원을 환불해 드리며, 2차전형 대상자가 2차전형에 결시하는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전형료 환불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교 방문 시 환불수수료가 없습니다.)

차 | 제출서류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교과 성적 온라인 제공 불가자만 제출)
● 2차전형 대상자(1차전형 합격자)
(1) 증명사진(컬러탈모상반신 3x4cm) 5매

(4) 주민등록등본 4부

(2) 기본증명서 4부

(5) 고교생활기록부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부

카 | 안내사항
● 대학군장학생 제적사유
(1) 대학교 학과성적이 매 학기별 평균 ‘C’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2) 1개월 이상 휴학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계속 수학할 수 없다고 군 병원에서 판정된 자
(4)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
(5) 대학 졸업학점이 부족하거나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자
(6) 소집교육 및 간담회에 3회 이상 무단불참하거나, 체력검정간 3회 이상 재측정 시까지 불합격한 자
● 최종합격자 장학금 지급 / 재정보증 관련서류 제출
(1) 장학금 지급: 재정보증서류 제출시 학군교 재정과에서 일괄 지급
● 장학금 지급관련 재정보증 서류준비
(1) 제출시기: 최종합격자 발표 후
(2) 구비서류: 통장사본, 재정보증보험 가입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명의의 통장만 가능
(3) 제출부서: 개인 → 학군단 → 학생중앙군사학교(재정과)
● 대학군장학생 재정보증보험 안내
(1) 대학군장학생 재정보증제도란?
군장학생 지원 시 필요한 재정보증인의 인적 보증을 대신하여 소정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군장학생인 보험계약자는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피보험자는 법적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후 채권관
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임

※ 2001년도부터 국방부 시행계획에 의거 도입
(2) 재정보증보험 내용
- 보증보험 대상회사: 서울보증보험사(국방부 지정)
- 보험계약자: 대학 군장학생 최종선발자
- 피보험자: 국방부장관
- 보증보험종목: 이행(지급)보증보험
- 보상내용: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군장학생 규정에 의거 선발취소 또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미필하고 전역하는 경우 군장학생이 국방부에
반환해야 하는 재학기간 수혜받은 장학금
- 보험기간: 군장학생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군 의무기간종료일까지
								※ 대학 1학년 합격자: 대학 4년 + 군복무 7년 = 보험기간 11년
- 보험가입금액: 군 장학금지급액 전액
(3) 보험가입방법
- 군장학생 최종 합격 후 학군단에 등록금납입증명서, 개인통장사본 제출
- ㈜서울보증보험사 문자 수신 후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승인 처리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또는 1599-0771 문의
								※ 법적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
										 - 미성년자 법률행위 동위서(미성년자)
- 부, 모 인감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 후 보증보험 증권은 보증보험사로부터 학군교 재정실에서 접수
- 기타 문의사항: (주)서울보증보험 군장학생 전담지점 1599-07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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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기간

대상자

남자

전원 군장학금 지급

등록금 전액

4개년

전원

수시모집 합격자 중에서 상위 1명

수업료의 1/2

입학 학기

1명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이 평균 2등급 이내인 자

등록금 전액

4개년
(성적 A0 이상)

등록금 1/2

4개년
(성적 B⁺ 이상)

여자

해당자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이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수능 B형 응시자는 1등급 상향

파 | 졸업 후 진로 및 특전
● 남학생(대학군장학생)
(1) 전원 장교 임관
-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군사관(ROTC) 또는 학사사관 과정을 통하여 전원 육군 소위(장교)로 임관됩니다.
- 장기복무를 할 경우 전문 직업군인으로서 단계별 승진을 통하여 고급장교로 성장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영예와 보람을 갖게 됩니다.
(3)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기회 부여
- 장기복무를 할 경우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학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4) 장기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의무복무를 마치고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교수요원, 군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업체 취업 등 다양한 진로선택이 가능합니다.
● 여학생
(1) 여군사관 선발시험을 거쳐 여군 장교 임관
- 재학 중 학군사관(여 ROTC) 또는 졸업 후 여군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사학 전공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됩니다.
(2) 여군 장교로 미선발 시 또는 여군 장교 임관을 원치 않을 경우
- 군사전문인력으로서 복수전공 및 졸업인증요건을 활용하여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교수요원, 각종 군사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 등
유관기업체 취업 등 다양한 진로선택이 가능합니다.
● 특전
(1) 졸업 후 장교 임관(남학생)
(2) 전원 4년간 등록금 전액 군장학금 수혜(남학생)(의무복무 기간에 군장학금 수혜기간을 합산하여 복무)
(3) 여군 장교 임관 시 우대(여학생)
(4) 대학장학제도에 의한 장학금 수혜: 재학생 장학금(성적우수자/학과 장학금 등) 수혜
(5) 생활관 희망자 우선 배정(전원 입사 보장)

군사학과 모집요강

(2) 전문 직업군인으로 성장 및 국가에 봉사

44

◆

항공운항학과 모집요강
가 | 전형일정
내용

일시

장소

2014.12.19(금) ~ 12.24(수) <18:00 마감>

• 유웨이(www.uway.com)
• 진학사(www.jinhak.com)

신체검사결과 제출

2015.01.20(화)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2015.01.29(목)

• 본교 홈페이지 공고

최종등록금 납부

2015.01.30(금) ~ 02.03(화) 17:00

• 본교 지정 등록처

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함]

나 |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군 및 인원

항공운항학과

다군 15명

다 | 지원자격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 선발방법
● 신체검사에 합격한 지원자 중 수능성적과 교과성적을 합산하여 전형총점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점수와 관련된 모든 계산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 최종동점자는 수능 영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성적 상위순 점수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마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구분

교과성적

수능성적

계

신체검사

반영비율(%)(반영점수)

20(200)

80(800)

100(1,000)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만 판정

구분

계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

반영비율

100%

35%

40%

25%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 각 산출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바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
● 반영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성적 반영
● 수능성적 산출식
반영성적

= (수학영역 성적 + 영어영역 성적 + 탐구영역 성적) × 0.8

수학영역 성적

= 개인별 수학영역 백분위 성적 × 3.5

영어영역 성적

= 개인별 영어영역 백분위 성적 × 4.0

탐구영역 성적

= 개인별 탐구영역 백분위 성적 × 2.5

비고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함
(직업탐구 제외)

※ 각 산출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 가산점
(1) 수학영역 B형 응시자는 취득 백분위 점수의 15% 가산
(2) 과학탐구 응시자는 전형 총점(1000점)에 10점 가산
(3) 수능 수학 영역 백분위 점수의 가산점은 수능성적 반영점수 총점(800점) 범위 내에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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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사 | 고등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반영방법
● 교과성적 적용자
(1) 2010년 1월 이후 우리나라 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 교과 전형성적 반영방법
(1) 반영방법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성적표 또는 수험생이 제출하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성적을 활용하여 국어 교과군에서 상위 성적 2과목,
영어 교과군에서 상위 성적 3과목, 수학 교과군에서 상위 성적 3과목을 그리고 사회, 과학, 제2외국어 3개 교과군 중에서 교과군 구분 없이 상위
성적 2과목을 포함하여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총 10개 과목의 평균(표준점수 활용)으로 반영합니다.
(2) 이수단위 2 이상인 교과만 반영하며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 그리고 비교과의 출결상황과 봉사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3)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직업과정반 편성 간주자도 위와 동일합니다.
● 교과 전형성적 산출식: 다음의 각 산출 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① 교과 전형성적 = 160 + 40 × {(반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100}

				 ※ 반
 영교과 표준점수 평균 = 개별 교과 표준점수의 합 ÷ 10(반영교과 과목수)
						개별 교과 표준점수 = 12 x {(교과원점수 - 교과평균점수) ÷ 교과표준편차} + 75
						단, 개별 교과 표준점수가 100보다 크면 100으로 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계산하며 표준편차가 0인 교과목은 성적 산출에서 제외합니다.
● 비교내신 적용자
(1) 대상자
- 2009년 2월 28일 이전 고교 졸업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외국의 고교 졸업(예정)자

(3) 비교내신 전형성적 산출식

① 교과 전형성적 = 160 + ( 40 ×

수학, 영어, 탐구영역 백분위점수 평균
)
100

				 ※ 위 산출식 각 산출 단계에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단, 탐구영역은 상위성적 2과목 평균점수를 반영합니다.
(4) 비교과 성적: 출결상황, 봉사활동 등 비교과 성적은 비교내신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 | 신체검사
● 신체검사 대상자: 항공운항학과 전체 지원자
● 인정 신체검사(수험생 선택 사항)
(1)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2) 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 신체검사 일정 및 결과 제출
(1)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 신체검사 장소: 공군항공우주의료원(청주 공군사관학교 제2정문)
- 신청방법: 항공신체검사대학협회 홈페이지 신청(http://www.hanggongsingum.or.kr/index.html)
- 신체검사 예약 및 신체검사료 안내: 항공신체검사대학협회 홈페이지 참조
- PRK(저시력자 시력교정수술) 적용 안함
-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는 항공신체검사대학협회와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의 일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에 확인 요망
(2) 항공신체검사 제1종
- 신체검사 장소: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 신체검사 수검자는 우리 대학교가 지정한 날까지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제출 서류
· 항공신체검사 증명서(화이트카드):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
- 국토부 항공신체검사는 수험생이 신체검사 예약 및 수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결과만 제출함
- 지정 의료기관 안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 정책자료 참조

항공운항학과 모집요강

- 교과교육 소년원 교과과정 이수자
(2) 비교내신 자료: 2015학년도 수능 백분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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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기준 및 주요 불합격 사유 참고자료
(1)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대학협회 또는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PRK 적용 안함)
(2) 국토교통부 항공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문의 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15] 항공신체검사기준 참조
● 신체검사 관련 유의사항
(1) 신체검사 비용은 수험생이 부담합니다.
(2)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반영하며, 미실시(결과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3)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국토교통부 지정 의료기관 또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기타
(1)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본교 또는 타 대학 항공운항학과에 지원하여 신체검사에 합격한 지원자는 신체검사를 면제하며, 아래와 같이 개별 조치
하여야 합니다.
- 타 대학 지원 후 신체검사 합격자: 우리 대학교에 유선으로 통보

자 | 전형료: 30,000원
차 | 사정제외자(불합격) 처리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또는 신체검사 미실시자
● 신체검사 결과 기한 내 미제출자, 또는 지원서류 미제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또는 영역별 성적이 없는 자
● 국어 교과 2과목 미달자, 영어, 수학 각 교과군별 3과목 미달자,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교과 구분 없이 2과목 미달자

카 | 장학제도
지급기간

지급조건

장학금

영어, 수학 2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

수업료 50% 감면

영어, 수학 2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

수업료 70% 감면

2개년

비고
•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 B⁺ 이상
• B형 응시자는 1등급 상향
• 최초합격자 중 선발

타 | 졸업 후 진로
● 취득 가능 자격증
(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국토교통부)
(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국토교통부)
(3) 계기비행한정증명(국토교통부)
(4) 조종교육증명(졸업 후 취득 가능) 및 항공무선통신사 국가기술자격증(전파진흥원)
● 공군 조종장학생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장학금 수혜
(1) 졸업 후 공군장교로 임관 및 공군 조종사로 의무복무 후 민항항공사 입사 가능
(2) 등록금 전액 및 비행실습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 받으며, 장기복무를 할 경우 국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군 대학장학생(조종병과)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장학금 수혜
(1) 졸업 후 해군조종장교 임관 및 해군 조종사로 의무복무 후 민항항공사 입사 가능
(2) 등록금 전액 및 비행실습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 받으며, 장기복무를 할 경우 국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육군 조종사,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조종사 취업 가능
● 경력비행조종사로 민항항공사 또는 부정기 항공, 비행기사용사업체 등 취업 가능
● 졸업 후 비행교관 과정을 이수하여 비행교관으로 후배 양성
● 항공사 지상직, 국토해양부, 항공관련 연구소, 대기업 등 취업

파 | 특전
● 생활관 희망자 배려
● 항공운항학과만의 특별장학금 수혜 및 저렴한 비용으로 비행실습 가능
● 최첨단 비행실습용 항공기 및 모의비행장치 등의 장비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 최첨단의 교육기반시설 구축으로 우수한 항공운항 전문지식 습득 및 비행교육체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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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요강

【장학제도 안내】
1. 신입생 특별장학
장학명

선발요건

장학지급 내용

인원

지급기간

청암인재장학

수능 4개 영역 중
1등급 3개 영역 이상

• 등록금 전액 및 기숙사 관리비 전액
• 수학보조금 연간 600만원
• 해외유수대학원 진학(2천달러)
• 본교 교수채용 시 우선대상자 배려

해당자

4개년

석정인재장학

수능 4개 영역 중
1등급 2개 영역 이상

• 등록금 전액
• 수학보조금 연간 360만원
• 해외유수대학원 진학(2천달러)

해당자

4개년

청정인재장학

수능 4개 영역 중
1등급 1개 영역 이상

• 등록금 전액
• 수학보조금 연간 240만원

해당자

3개년

석우인재장학

수능 4개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2등급 이상

• 등록금 전액
• 수학보조금 연간 120만원

해당자

3개년

선발인원

지급기간

1명

3개년

각 1명

3개년

① 예체능계열과 보건의료대학, 군사학과는 제외한다.
② 수능 5개 영역 중 제2외국어/한문 영역 및 직업탐구를 제외하며,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의 등급을 평균하여 1개 영역으로 인정한다.
③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이 공히 2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④ 기숙사 관리비는 기숙사에 입사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⑤ 인문계열 학과 지원자는 국어B형 필수/ 자연계열 학과 지원자는 수학B형 필수이다.
⑥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B⁺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급여지침에 따른다.

2. 전체 수석 및 단과대학 수석 장학
구분

전체수석

단과대학 수석

선발기준

장학금액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수능성적 최우수자 • 수업료 전액
(최초합격자 중 선발)
• 수학보조금 연간 80만원

단과대학별 우리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수능성적 최우수자(최초합격자 중 선발)

• 수업료 전액
• 수학보조금 연간 60만원

<유의사항>
① 수능 5개 영역 중 제2외국어/한문 영역 및 직업탐구를 제외하며,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의 등급을 평균하여 1개 영역으로 인정한다.
② 우리 대학교 신입학전형에서 반영하는 수능 백분위 성적으로 선발한다.
③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B⁺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급여지침에 따른다.

항공운항학과 모집요강 / 장학제도 안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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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구분

입학성적 우수장학 1

모집시기

정시모집

입학성적 우수장학 2

선발기준

인원

장학금액

지급기간

수업료 전액

3개년
(매학기 평점평균 B⁺ 이상 지급)

‘가’군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0% 이내(군사학 제외)

해당자

‘나’군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0% 이내

해당자

‘다’군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0% 이내

해당자

청주시 인문계고교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 중
2개 교과의 평균등급이 1등급 이내인 자
(단, 본교에서 반영하는 2이수 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해당)

해당자

등록금 전액

2개년

청주시 인문계고교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 중
2개 교과의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본교에서 반영하는 2이수 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해당)

해당자

등록금 전액

1개년

1명

수업료 1/2

수시/정시
입학성적 우수장학 3

수시 합격자 중 입학성적 최우수자
군사학과 여학생장학

수시/정시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평균 2등급 이내인 자

입학 학기

등록금 전액

4개년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 A0 이상)

등록금 1/2

4개년
(매학기 평점평균 성적 B⁺ 이상)

해당자
수능 3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영어, 수학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항공운항학과 장학

수시/정시

수업료 50%
2개년
(매학기 평점평균 B⁺ 이상 지급)

해당자
영어, 수학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수업료 70%

<유의사항>
① 입학성적우수장학1(정시모집)은 수능성적만 반영하여 최초합격자 중에서 선발하며 이중장학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혜금액이 높은 장학으로 선발한다.
② 군사학과(여학생장학), 항공운항학과 장학의 수능 B형 응시자는 1등급 상향 조정한다.
③ 입학성적우수장학1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 영어성적, 국어성적, 수학성적, 탐구성적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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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후문

20

26 예술대학(구관)

10 교수연구동

8

20 사회과학대학/사범대학

9 경상대학

7

18 금융센터

8 대학원·보건의료대학

14

17 승리관

16 제1체육관

7 이공대학(구관)

6 인문대학

15 창업보육센터

5 청석관(본관)

13 종합강의동

3 학생종합서비스센터
14 이공대학(신관)

12 학군단

2 제2강의동

4 박물관

11 중앙도서관

1 청석교육역사관

9

43 기숙사(우암마을)

17

10

13

98 교양실습동

40 종합운동장
42 새천년 종합정보관

93 진원관

51 석우문화체육관

50 미래창조관

49 외국인 교수아파트

48 국제학사

47 국제교육센터

46 온실

39 충의관

38 대학문화관

37 기숙사 식당

36 기숙사(예지관)

35 음악관

32 공예관

31 예술대학(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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