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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을 만나는 순간, 

숨겨진 너의 꿈과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야.

내 꿈을 키워주는 강동대학교에서 

생각보다 더 특별한 나를 찾아내자!

FIND 
YOUR 
DREAM

GANGDONG
UNIVERSITY

비전 
VISION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맞춤인재 

양성대학

사명 
MISSION

성실, 창조, 협동을 통한 

유능한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으로 

학생의 가치 창조

목표 
OBJECTIVE
성실과 협동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

04  강동이 소개

05  수상실적

09  학사제도

12  복지제도

13  장학제도

14  행사지원 안내

14  고교재능기부 내역

15  학과소개

31  2019학년도 수시 · 정시 모집안내

50  2018학년도 입시결과

53  캠퍼스 시설

54  통학안내

55  공식SNS



모집학과(전공) 입학정원 특성화학과 LINC+학과 취업 약정

컴퓨터정보과 40 O

자동차과 40

전기전자과 60 O

패션생활디자인과 30 O

리빙 · 주얼리디자인과 30 O

건축과 40 O

실내디자인과 40

뷰티코디네이션과 40 O

보건의료공학과 30 O

안경광학과 50 O

치위생과 80 O

간호학과 80 O

물리치료과 40 O

보건의료행정과 113 O

의무부사관과 40

의료청력재활과 40 O

방송영상

미디어과

방송영상미디어전공 40

디지털광고홍보전공 30 O

항공관광과 110 O

호텔경영과 40 O

호텔조리제빵과 60 O O

창업경영과 30

유아교육과 64 O

사회복지행정과 60 O

경찰행정과 120 O O

경찰소방과 30

레저스포츠과 50

실용음악과 50

만화 · 애니메이션콘텐츠과 30

실용댄스과 30

합계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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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희귀조이고 천연기념물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 

철새인 '팔색조'는 8천 종이 넘는 새 중 가장 아름다운 새로 

손꼽히는 새이다. 

팔색조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새

이며 발견이 쉽지 않아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어 행운을 상징

한다. 무지개색처럼 다양한 색상의 몸으로 인해 날아다니는 

무지개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강동대의 캐릭터 콘셉트 이미지를 팔색조의 아담하며 귀여운 

형태와 무지개, 대학생의 젊음을 상징하는 후드티를 합성하

여 디자인하였다.

“높은 이상과 큰 꿈의 나래를 펴자”

- 한국 철새로 상징화

- 강동대는 철새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든든한 후원자)

- 꿈을 위해 끊임없이 비행하는 글로벌 마인드(정신)

- 철새는 혼자 날지 않는다(동행/교수/학생)

강동이 탄생 배경

캐릭터 컨셉 이미지

강동이를 
소개합니다.

팔색조 무지개(행운) 후드티(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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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학교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답니다!

5 2019학년도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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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관왕
정부지원사업 최대수혜 대학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특성화 사업 SCK 선정 

지원
규모

주요
내용

1년 20억 

3년간 약 60억 지원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 

  직무 및 취업 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수요를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보건 · 안전」, 「복지 · 문화」분야를 

  특성화분야로 선정

- 강동교육혁신, NCS 기반 직무능력향상, 

  학생역량강화, 산학협력 체질개선,

  취 ·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의 5대 추진 

  전략으로 「중부내륙 사회수요 맞춤형 

  웰빙 4차산업 창의인성인재 양성」의 

  특성화사업 추진

특성화 
프로그램

- 수준별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향상반 / 집중관리반 / 심화반) 운영

- NCS 기반 교육과정 연계 직무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과별 학생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 정규/비정규 이러닝 강좌 운영

- 자기주도 학점 인정제 및 도전실패극복 프로그램 운영

- NCS 기반 캡스톤디자인 지원

- 캡스톤디자인/창업동아리/예비창업자 맞춤형 멘토링 Day  

  프로그램 운영

- 자아존중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중도탈락예방 프로그램 운영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인성 및 진로 역량강화 특강 운영

- 인성강화 프로그램 운영

- GDI 인재양성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강동 학생 SARANG 프로그램” 운영

- GD인증제(GD역량인증제 + GD인성인증제) 운영

-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미취업자 성공 프로젝트 운영

- 창업페스티벌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 글로벌 어학역량강화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지원) 운영

- 글로벌 인턴십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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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전공분야의 
기업들과 
연계

100% 
취업보장

전기전자과  /  20명 취업보장

현성솔라텍, 메카룩스, ㈜ 서울파워시스템, ㈜ 라인이엔씨, ㈜ 가이아에너지, ㈜ 삼영기업

패션생활디자인과  /  20명 취업보장

㈜ 이안기획, ㈜ 이화물산, ㈜ 마하니트, ㈜ 로드앤컴퍼니, ㈜ 노블콜렉션, ㈜ 네오피에스, ㈜ 엔아이텍스타일, 

SK & 트렌드퍼, 이시모, 인트로케이티, 피엠디자인

리빙 · 주얼리디자인과  /  20명 취업보장

현대보석감정원, ㈜ 화인쥬얼리, 영보주얼리, 유희주얼리,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조합, 마이티주얼리, 

㈜ 이어링, 화이트주얼리, 제일금속, ㈜ 금부치아

건축과  /  20명 취업보장

㈜ 로컬피앤디, ㈜ 마을제작소, ㈜ 명소아이엠씨, ㈜ 에코메아리지역문화연구소, ㈜ 지역활성화센터, 

㈜ 착한동네, ㈜ 트라앤

호텔조리제빵과  /  20명 취업보장

㈜ 파리크라상, ㈜ 안스베이커리, ㈜ 명장홍종흔베이커리

경찰행정과  /  20명 취업보장

㈜ 에스텍시스템, 프로에스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LINC+ 사업 선정 

1년 15억 

5년간 약 75억 지원

7 2019학년도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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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장형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

<교육부 · 고용노동부>

UNI-TECH 사업 선정 

1년 10억 

5년간 약 50억 지원

국제전기(주), 교정기술원(주), (주)다쓰테크, 

대원전기(주), (주)라인이엔씨, 부강이엔에

스(주), (주)선린, 스텝시스템(주), 엘젠테크

(주), 이비테크(주), (주)토르 등

- 28명 100% 취업보장

- 기업맞춤형 통합교육과정 이수

-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17년도 사업성과평가 A등급 달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맞춤형 인재 역량강화시스템 운영

- 전기전자분야 핵심기술 함양

- 첨단 실습장비 및 실습실 구축

지원
규모

학습
기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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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청력재활과 40명 다비치 보청기(난청센터)

디지털광고홍보전공 30명 다비치 안경

- 입학과 동시에 브랜드 기업으로의 취업 확정

- 전공분야의 기업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정규직 취업 및 연봉 2,500만원 이상

취업약정 학과운영

- 전 학기 계열구분 없이 교차 전과 가능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인적성에 맞춰 전과 가능

  ※ 3년제에서 2년제로 불가, 보건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범위 내 선발

자유 전과제도

- 졸업 후 1, 2년 심화과정 이수 후 4년제 학사학위수여

- 모집학과 : 유아교육학과, 창업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 전공심화과정 장학금(수업료 20%) 지원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운영

개인별 맞춤형 학사제도

-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와 업무협약을 통한 수업연계 교육과정 운영

4년제 편입제도

우리대학 학과 4년제 대학명　 4년제 대학 학과

레저스포츠과 건국대학교 스포츠건강학전공

리빙 · 주얼리디자인과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만화 · 애니메이션콘텐츠과 홍익대학교 영상 · 애니메이션 학부

보건의료공학과 건국대학교 의학공학전공

보건의료행정과
건국대학교 경영학전공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과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기전자과 홍익대학교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창업경영과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전공

컴퓨터정보과 건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전공

패션생활디자인과 건국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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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습능력 UP프로그램

- NCS직업기초능력 UP프로그램

- 직무능력 UP프로그램

- 학습력 UP프로그램

- 온라인 무료학습프로그램 운영

무료 온라인 어학강좌, IT강좌, 직업기초 강좌, 어학능력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학습프로그램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GDLang 온라인 어학 · IT강좌

개인별 맞춤형 학사제도

구분 강좌명 과목수

어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160과목

IT/자격
국어능력시험, 한자능력검정,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MOS, 

워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 포토샵, IT트렌드
36과목

직업기초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9과목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향상반, 집중관리반, 심화반)

신입생 특강

학습법 특강

학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직무능력성취도 달성

입학 기초학습능력 진단

맞춤형 학습코칭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

무료온라인 어학 및 

IT 강좌 튜터링 프로그램 e - 포트폴리오 제작 졸업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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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 창업지원센터 운영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입학부터 졸업까지)

개인별 맞춤형 학사제도

취업

창업

경력관리

- 취업상담

- 전담교수 취업상담

- 취업특강

- 커리어포트폴리오

- 취업특강

- 창업셀럽과의 만남

- 우수벤처기업 견학

- 창업토크콘서트

- 마일리지 제도

- GD벤처히어로

- 취업캠프

- 자격증 취득 지원

- 캡스톤디자인 활동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학과별 직무체험

- 산업체현장학습

- 직무전문가 멘토링Day

- 창업캠프

-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 창업페스티벌

- 창업 멘토링Day

- 우수사례 공모전

- 공모전 출품 지원

- 입사지원서 클리닉

- 모의면접

- 취업설명회

- 취업박람회

- 해외취업설명회

- 작품전시회&발표회

- 취업자 사후관리 상담

- 미취업자 취업성공 프로젝트

- 예비취업자 직장적응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맞춤형 일대일 

  밀착 멘토링

마인드 제고 실전역량 강화 성공 노하우 지원 조기이직 예방

학생상담센터 / 인성교육센터 : 진로·심리 지원 / 창의·인성 인재양성

자아성장

- 심리검사

- 인성검사(1차)

- 전담교수제 상담

- 개인상담[전문상담]

- 찾아가는 상담

- 정신건강 캠페인

- 인성검사(2차)

- 자아존중프로그램

- 졸업 후 진로지도(졸업 후 2년까지)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 신입생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 대학생활 적응력 검사(CAT)

- 감사편지 쓰기

- 멘토또래상담 프로그램

- CAT검사 사후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 멘토또래상담자 양성 교육

- 강동인 사랑하기 인성 캠페인

-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 GD SMILE 캠프

-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 진로탐색 집단상담

- 인성 독서활동 공모전

- 진로역량 강화 특강

- 학과별 인성특강

- 창의인성 진로탐색 프로그램

- 진로캠프

- GD인성인증제

- 리더십 캠프

사회적응 

지원

- 폭력예방 통합교육 -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 직무 맞춤형 안전교육

  (강동안전지킴이)

입학

<GDI인재양성통합관리 시스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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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중심 복지제도

■ 전국 평균 등록금 보다 낮은 등록금

    ※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5,919천 원 / 우리대학 5,724천 원

■ 다양한 장학 혜택 : 장학금 수혜 현황(2017) 

    재학생 1인당 약 348만 원

부담 없는 등록금

■ 왕복 항공권, 기숙사비 전액 지원, 현지문화탐방 및 해외봉사활동 기회

■ 어학연수 이수 후 학점 부여

■ 출국전 약 6회 국내연수 진행

해외어학연수 지원

■ 서울 8개 노선, 경기 21개 노선, 인천 2개 노선, 충북 5개 노선 등 

    편리한 통학버스 시스템 구축

■ 경강선 전철개통으로 한층 더 쉬워진 통학

    ※ 통학버스 및 지하철 노선은 54페이지 참조

쉽고 편리한 통학

■ 편안한 안식처로 도약한 최첨단 시스템

■ 2인 1실, 4인 1실 학생 맞춤형 기숙사 구축

■ 여유로운 휴게공간 및 세탁실 제공

최첨단 기숙사

판교 부발이매 강동대

(셔틀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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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학교만의 특별한 장학제도!

학업인재육성장학

1 2

3

5

4

그 외 지역 신입생 전원 
25% 등록금 면제

※ 간호학과 / 치위생과 / 물리치료과 / 정원 외 전형 제외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간호학과 / 치위생과 / 물리치료과 / 정원 외 전형 제외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50%

25%

우리대학 인근지역 50% 등록금 면제

· 인근지역 :  이천, 여주, 안성, 광주, 
                용인, 충북전지역

기준
금액

국가장학금
50%장학 비고

소득분위 지원금액

300
만원

0 ~ 3분위 260만원 40만원
50% 장학금액은 

입학이후 지급예정
4분위 195만원 105만원

5 ~ 6분위 184만원 116만원

기준

금액

국가장학금
25%장학 비고

소득분위 지원금액

300

만원

0 ~ 3분위 260만원 40만원
25% 장학금액은 

입학이후 지급예정
4분위 195만원 75만원

5 ~ 6분위 184만원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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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지원 안내

고교재능기부 내역
학과명 내용 학과명 내용

건축과 건축물 주요 뼈대 및 하중 전달 체계 교육 경찰행정과 과학수사(CSI) 체험

항공관광과 글로벌 매너와 예절 교육 및 체험 호텔조리제빵과 제과, 제빵 비법 전수

레저스포츠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전기전자과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컴퓨터정보과 온라인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 실용음악과 합주 공연 관람 및 체험

보건의료공학과 의용생체신호 계측을 위한 KIT조립 체험 의무부사관과 응급처치 교육 및 체험

만화 ·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웹툰 및 애니메이션 특강 간호학과 금연교육, 간호사 직업 소개

패션생활디자인과 연예인 의상 코디법

※ 상기 프로그램 외 다른 교육도 진행 가능하니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 - 643 - 6112 ~ 5

- 신청방법

  · 입학홈페이지(http://ipsi.gangdong.ac.kr) 

    접속 후 입시설명회 신청

- 지원내용

  · 강동대학교 무료원서 지원

  · 진로 및 직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

  · 재학생이 알려주는 강동대학교 생활 소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지원

- 신청방법

  · 유선통화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부스제작 후 각종 기념품 및 음료 지원

  · 각 학과 특성에 맞는 행사 지원

    ※ 예시) 유아교육과(풍선아트). 실용음악과(공연), 

         뷰티코디네이션과(네일아트) 등

고등학교 축제 및 

체육대회 행사 지원

- 신청방법

  · 입학홈페이지(http://ipsi.gangdong.ac.kr) 

    접속 캠퍼스투어 신청

- 지원내용

  · 교내 실습을 이용한 진로 · 직업 체험

  · 학교방문 학생 점심식사 제공

캠퍼스투어 지원

- 신청방법

  · 유선통화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부스제작 후 각종 기념품 및 음료 지원

  · 각 학과 특성에 맞는 행사 지원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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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키워줄

강동대학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과를 만나보자!

FIND YOUR 
SIGNATURE

GANGDONG
UNIVERSITY

16  공학분야

17  디자인분야

20  보건분야

24  방송광고분야 

25  호텔관광분야

26  인문사회분야

29  예체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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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강재덕 010 - 3229 - 7215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5 

학과장 연락처  유경택 010 - 3437 - 1781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0

자동차과
첨단 기술로 내일을 

달리다!

컴퓨터정보과
스마트 IT시대를 

리드하다!

공학분야

공학분야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 중심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SW개발, 네트워크(인터

넷) 및 서버 구축, 컴퓨터 그래픽, DB 활용, 모바일 게임 등 IT 기술 분야의 사회 실무현장에 적응

력이 높은 정보시스템 개발자 및 콘텐츠 개발자를 배양하고, 투철한 직업관을 갖춘 인격적 자질

이 함양된 전산인을 양성한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무선인터넷관리사, 컴퓨터활용능

력, 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 임베디드SW개발전문가,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전자상거래관리

사, 리눅스마스터,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ICDL, SCJP, CCNA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SW 개발자, SW 디자이너, DB 관리자, 모바일앱 개

발자, 게임프로그래머, 인터넷 방송국, 쇼핑몰 제작 

및 운영, 영상물 제작 관련 업체, 광고 및 출판업체, 

웹디자이너 및 웹마스터, 네트워크 관리자, 게임기

획 및 제작자, 정보화관련 국가공무원, 각종 기업 전

산 실무자

나이키코리아, 늘엔, JAC, 이마트, 휴먼TSS, 스마트

정보, (주)태경, 바이테크, 우림개발, 삼성전자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현대사회에 필요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작동 원리, 부품의 기능을 파악하고, 자동차 관련 정비, 검사, 

차체수리, 도장, 튜닝에 관한 실무를 습득하며, 1인 1자격증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의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을 육성한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손해사

정사 3종(대물, 차량), 자동차관리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자동차 정비공업사,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자동차부

품 공급업체, 자동차 손해보험회사, 자동차 완성차 제

작사, 자동차 부품개발업체, 튜닝전문 업체, 기술직

(운전직)공무원 및 공기업 차량관리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레이싱팀 메카닉(기술직)

(주)현대블루핸즈, (주)DB손해사정, 타이어뱅크, (주)

메르세데스벤츠부품물류, 기아오토Q, (주)모터클라

세, (주)마스타자동차관리, (주)씨엠오토파츠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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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남후남 010 - 4911 - 2553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1

학과장 연락처  장용웅 010 - 2719 - 1268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8

패션생활디자인과
세계적 트렌드를 

주도하다!

디자인분야

공학분야

인류의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기 · 전자 · 태양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의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능력과 현장응용능력을 높여 전기 및 전

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실무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등록금

(연수비 및 교육비 전액지원 포함)과 협약기업 취업을 보장하는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

영해 100% 취업을 목표로 한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소

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패션산업 트렌드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패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자인개발, 스타일

링, 패션기획, 의복제작, 디자인 CAD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패션 기자재 및 시스템 등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LINC+ 교육부 선정학

과로서 패션전공 분야의 기업들과 연계한 각종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샵마스터, 패션스타일리스트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신재

생에너지 관련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감리업

체, 전기부품제조업체, 한화큐셀(주), LG이노텍, 현대

중공업(주), SK이노베이션(주), 태양전지 제조사, 태

양광발전소 설계, 시공사, 연료전지 제조사, 삼성전

자, LG전자, LG이노텍,  SKT 자회사 , KT 자회사, 통

신설비유지업체, 반도체 제조업체, 한국전력, 한국수

(주)한화큐셀, (주)현대엘리베이터, (주)대웅제약, (주)

LG이노텍, (주)현성솔라텍, (주)가이아에너지, (주)시드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패션디자이너, 패션제품생산관리, 샵마스터, 스타일

리스트, 모델리스트, 패턴메이커, 스타일리스트, 패

션머천다이저, 디스플레이어, 홈데코 디자이너, 패

션몰 운영

(주)마하니트, (주)대월에스피, (주)에스앤케이트랜드

퍼, (주)이화물산, (주)노블콜렉션, (주)디앤앰팩토리, 

인트로피케, 이시모, (주)다니엘인터패션

졸업생 주요 취업처

력원자력, 한전기공, 5대발전사, 코레일, 지하철공사, 

기술직 공무원

졸업 후 진로

전기전자과
그린에너지를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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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류근주 010 - 5271 - 0559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4

학과장 연락처  강선경 010 - 2434 - 8329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2

디자인분야

디자인분야

건축과
행복한 내일을 짓다!

리빙 · 주얼리디자인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다!

귀금속보석 · 주얼리분야, 리빙생활디자인분야, 3D프린팅산업디자인분야의 산업체 취업을 목표

로 산업체 현장실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

문인재를 양성한다.

보석감정사, 귀금속가공기능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협회3D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가구설계제도사,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자격증, 샵마스터자격증, 귀금속가공산업기사, 다이아

몬드감정사, 주얼리코디네이터, 주얼리마스터, 아트클레이자격증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주얼리디자이너, 보석감정원, 3D프린팅모델러, 제품

CAD기사, 리빙생활디자인업체, 시각편집디자인업

체, 가구디자인업체, 3D조형사, 3D프린팅오퍼레이

터, 패션액세서리디자이너, 주얼리MD, 리빙디스플레

이업체, 제품디자인업체, 왁스원본기사, 웹디자인업

체, 리빙디자인코디업체, 보석가공생산업체, 주얼리

샵마스터, 웨딩파티플래너업체, 팬시디자인업체, 플

라워스타일링업체, 4년제 디자인대학 편입 및 유학

(주)금부치아, 영보주얼리, (주)주어링, 서울경인귀금

속중개업협동조합, (주)제이에스티나, 현대보석감정

원, 스톤헨지, JEUM

졸업생 주요 취업처

건축과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과 건축디자인으로 전공분야를 분화 및 특성화하고 있으며, 교과과

정 통합과 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세부 전공 및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사회맞춤형 

전공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현장 전문가의 강의 및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건축디자인 전공은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 후 졸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년 2회 

국내외 현장실습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종합 검토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할 수 있는 건축분야 전문인을 육성한다.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전기소방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내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구조기

술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시공회사 및 구조관련회사, 건

축직 공무원, 전시공간디스플레이어, 컬러리스트, 건

축그래픽관련회사, 방송국무대디자이너, 건축리모델

링회사, 안전진단회사, 건축물 유지보수회사, 컨설팅 

전문회사, 빌딩시설관리회사, 건축감리회사, 소방관

련산업체, 소방공무원, 국영 · 대기업체의 안전 및 환

경팀, 소방/방재시설 전문기관의 연구소, 공사 문화재 

보수 및 발굴조사 관련회사

예일건설, 오성종합건설, 일건축사무소, 대흥종합건

설, 엘리그라운드, GS건설, 동문건설, 신영SCM, QS

엔지니어링, 주일건축사무소, 기아자동차, 원창노비

스, 테크텍솔루션, 태논

졸업생 주요 취업처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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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김학태 010 - 5460 - 9944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4

학과장 연락처  윤영선 010 - 2030 - 9770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6

디자인분야

디자인분야

뷰티코디네이션과
글로벌 뷰티산업을 

메이크업하다!

실내디자인과
예술로 공간을 깨우다!

모든 형태의 실내공간에 대해 물리적, 환경적, 기능적, 경제적, 심미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생활

의 장을 설계 · 시공하는 전문실내디자이너를 육성한다. 실내공간계획 및 설계, 리모델링디자인, 

가구 및 조명디자인, 색채 및 재료계획, 모형제작, 투시도 및 실무제도, CAD 및 3D모델링, 캡스톤

디자인 등 전공교육과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무실습을 통해 실내공간의 디자인문제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능사, 컬러리스트, 건축전산응용제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광고/가구/금속도장기능사, 주택상담, 주택관리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미용산업에 역량있고 진취적인 미용전문인을 양성한다.

미용사(일반), 메이크업, 네일미용, 피부미용, 미용사 면허증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실내디자이너, 생활환경디자이너, 디스플레이디자이

너, 무대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실내

코디네이터, 3D그래픽디자이너, 실내건축 관련 출판

편집실, 디자인쇼룸, 디자인상담, 모형제작, 디지털모

델링, 실내건축시공, 실내건축감리

(주)국보디자인,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세명공

사, (주)신아에이앤아이, (주)더플로레, (주)디자인씨

드, (주)큐빅미터, (주)디자인와이엠, (주)디자인솔컴퍼

니, (주)디자인포룸

졸업생 주요 취업처

화장품회사, 미용실(헤어디자이너, 미용매니저), 두피

관리실, 피부관리사, 미용교육강사, 네일샵, 메이크업

샵, 미용업 창업(미용실, 네일샵, 웨딩샵, 두피관리실), 

웨딩업체, 방송국, 미용관련 전문지 회사, 코디네이

터, 4년제 편입 등

박준뷰티강남점, 오라스킨헤어, 더블유T메소드, 더블

레스의원, 트렌디헤어, 오다헤어, 리안헤어, 준오헤어, 

오투스킨헤어, 이철헤어커커, 토니앤가이, 쟈끄데상

쥬, 이가자헤어, 주)메이린, 맥(Mac), 아모레퍼시픽, 

겔랑, KBS방송국 등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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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임재근 010 - 3705 - 5722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39

보건분야

학과장 연락처  황정희 010 - 5495 - 5420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3

보건분야

안경광학과
내일이 보이다, 
비전을 키우다!

보건의료공학과
건강한 세상을 

꿈꾸다!

보건의료공학은 기초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학문으로, 병 · 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기관과 첨단 의

료기기 · 장비 및 의료 · 생명공학분야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현장실무를 습득하는 학과이다. 질

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생체신호를 통해서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원리와 작용 등을 학습하여, 보건의료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복지의 향상과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

건의료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한다.

의공산업기사,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산업위생관리사, 

전자 및 컴퓨터 정보관련 자격증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국가면허인 안경사 면허증 취득은 물론 병원코디네이터,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함

으로써 다변화 되는 국내외의 요구에 적합한 전략형 안경사를 배출하는 최고의 학과이다. 국내최

대 안경체인, 국외 다국적 기업 및 안과병원과 산학협력 체결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원

스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비치안경과의 취업약정프로그램으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

다. 글로벌한 미래형 안경사 배출을 목표로 국내 유일하게 중국 내 안과 및 검안분야 1순위인 온

주의과대학교와 인턴십 및 학사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학과 졸업 후 의과대학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안경사면허증, 병원코디네이터, 심리상담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병원 행정실 및 

의공학전담부서(원무과, 구매과, 관리과, 병원전산실, 

의공학실 등),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식품의약품 안

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국공립

병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 전자 및 정보

통신 관련 업체, 의료기기 A/S 및 수입 판매업, 보건

계열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 편입(건국대학교 의학공

학부 추천 편입학, 연계교육 협약체결), 군입대 시 의

무기술행정병/의무장비수리병 지원 가능

인천 길병원, 강북연세사랑병원, DK메디칼시스템, (주)

비트컴퓨터, (주)메디쎄이, BMI코리아, 나이스디앤비, 

MTL의료재단, 3M, JC 헬스케어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안경원 창업 및 취업, 안과병원 검안사, 콘택트렌즈

회사, 안경렌즈회사, 광학회사, 안경테회사, 외국자

매결연대학(동경검안대학교, 중국온주의과대학교)실

습 및 유학

다비치안경, 글라스바바안경, 글라스스토리, 고려병

원안과, Look&me안경원, 1001안경원, 아프리카안

경체인, 강남이오스안과, 에실로코리아, 칼자이스

비전 등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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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박명숙 010 - 3356 - 3581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6

보건분야

학과장 연락처  이인숙 010 - 9026 - 7670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0

보건분야

간호학과
나이팅게일의 촛불을 켜다!

치위생과
건강한 미소를 지키다!

치위생과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학문을 배우고 연마하는 학과로, 교내에 첨단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과 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산학 연계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실습을 숙달하게 된다. 현장중심에 맞춘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

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꿈

과 비전을 키워주는 질 높은 교육시스템을 운영한다. 사회수요맞춤형 치과위생사를 양성하여 변

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인재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해나가는 학과이다.

치과위생사 면허증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인성개발에 역점을 두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 교과목을 운영

하고 있으며, 간호의 본질과 철학을 이해하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학전공교과목을 운

영하고 있다. 임상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성과중심의 학습체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학습성과의 성취도를 졸업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간호학실습실, 시

뮬레이션센터, 핵심기본간호실습실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교수자에 의한 실습수업을 통해 

졸업 후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6년 개설된 이후 1,700여 명의 졸업

생을 배출하였다.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사 교원자격증(교직과목 이수자), BLS provider, 치매관리사 및 심리상담사

(해당 교육과정 이수 후)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치과위생사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삼성치과, 경주그랜드치과병

원, 뉴욕치과, 본플란트병원, 안산상아치과, 서울더

블유치과병원, 치과더젠틀치과의원, UIC아름다운치

과, 예치과병원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의료기관 간호사, 산업장 보건관리자, 학교 보건교사

(교직이수자) 등

고려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병

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연세대

학교 세브란스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서

울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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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김지혜 010 - 9016 - 6882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2

보건분야

학과장 연락처  황재문 010-9423-7607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645-5893

보건분야

보건의료행정과
의료선진국을 

선도하다!

물리치료과
사람을 향한 

치료기술을 펼치다!

물리치료는 근거 중심의 전문화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근골격계, 신경계 및 노

인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심폐물리치료의 임상 중심적인 전문인을 양성한다.  

환자를 치료함에 필수적인 인성교육을 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치료기술과 인술을 겸비한 전

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면허증, 심폐소생술, 테이핑, 치매관리사, 심리상담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보건의료행정과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맞춤 인재양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이론 및 수요중심형 실습 교육, 현장실습, 국가면허 · 자격증 취득을 통해 각급 병 · 의원과 정

부산하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의료정보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보험심사평가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 한방병원, 개

인의원, 보건소, 재활관련 국가기관 연구소, 사회복

지기관, 각종 체육시설 및 스포츠 의무치료팀, 해외

취업 등

강동경희대병원, 동인병원, 성모병원, 미소들병원, 러

스크분당병원, 아벤스병원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각급 병 · 의원(의무기록실, 원무과, 보험과, 의료정

보실, 병원코디네이터), 보건직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연구소, 일반기업체, 4년제 대학편입 및 재입학(일반

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강남차병원, 국립암센터, 용인다보스병원, 서울의료

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국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강

동성심병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편입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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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김수연 010 - 2744 - 3262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5

보건분야

학과장 연락처  임현선 010 - 3303 - 2913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81

보건분야

의료청력재활과
아름다운 소리를 선물하다!

의무부사관과
생명을 지키다, 
나라를 지키다!

의무부사관과는 군 조직의 의무부사관 임용을 목표로 군 간부에게 요구되는 리더쉽, 체력, 군사학, 

응급처치, 전산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 의료, 

군사, 체력의 3축으로 나누어 실무 경험이 출중한 교수님들이 학생과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

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서실무사, 무도 단증, 국어능력검정시험, 심리상담사, 심폐소생술 이수증, 간호조무사(별도의 

개별 교육과정 이수)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의료청력재활과는 청능평가, 청능재활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을 고루 학습한다. 일반청각평가, 청

각기관해부생리, 심리음향학, CS 상담법, 보청기, 청각재활, 청각장애, 노인청각학, 인공와우, 특

수청각평가, 아동청각학, 청각보조기기, 보청기실무 등 각 분야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청력을 보존하고, 비정상적 청력상태를 예방, 평가, 재활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청능사(청각사), 심리상담사, 치매관리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의무 및 일반부사관 임용, 3사관학교 편입 후 장교 임

관, 군무원, 병원 또는 의원, 의료관련 업체, 방위산업

체, 사업장 안전담당자 등

2017년 신설 학과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다비치 보청기(난청센터) 100% 정규직 취업, 병원(이

비인후과), 청각관련산업체(보청기회사, 인공와우회

사, 음향회사 등)

2018년 신설 학과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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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김응종 010 - 9984 - 6269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1

방송광고분야

방송광고분야

학과장 연락처  김응종 010 - 9984 - 6269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1

디지털광고홍보전공
마음을 움직이다, 

세상을 움직이다!

방송영상미디어전공
내 꿈을 온에어 하다!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인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

지털 방송 영상 분야의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획, 촬영, 편집 및 제작 기술, 디지털 멀티미디어 관

련분야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술을 습득하고, 인터넷 방송 구축 및 관리 교육을 통하여 

종합 디지털 미디어제작 전문가를 양성한다.

디지털영상편집, 영상편집전문인, 영상촬영전문인, 멀티미디어 전문가, 영상미디어 전문가, 영상 

산업기사, 방송통신 산업기사, 웹 디자인 전문가, 게임그래픽 전문가, 컴퓨터그래픽 운영 산업기

사, 게임 기획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정보 검색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인터넷 

시스템 관리사, 무선인터넷 관리사, ACE(Adobe Certified Expert), MQFU(Macromedia Certified & 

Flash User), GTQ, GTQf, GTQi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졸업과 동시에 전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취업약정 맞춤형 학과로 SNS미디어에 최적화된 홍보전

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이다. 정확한 기획능력과 실전 디지털 콘텐츠 제작능력을 겸비

한 온라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마케팅 원리와 기업 환경분석 방법, 홍보전략 수립,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그래픽 콘텐츠 제작능력,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운다. 

GTQ 일러스트 1급, GTQ 포토샵 1급, 동영상 편집, 정보검색사, 디지털영상편집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영상 프로덕션, 웹 쇼핑 카메

라맨, 2D/3D 그래픽,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2D/3D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제작, 인터넷 콘텐츠 제작, 모

바일 영상감독, 인터넷 방송, 예술사진 스튜디오, 순

수 사진작가, 웨딩 스튜디오 사진담당 

KBS, MBC, SBS, CJ헬로비전, MBN, Mnet, EBS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다비치안경체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전문가(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초봉2,500만원), 검색광고전문가, 바

이럴 광고전문가, 모바일 광고전문가, 영상광고전문

가, 1인 미디어 제작자, 인터넷 콘텐츠 제작, 모바일 영

상감독, 인터넷 방송

2018년 신설 학과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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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연락처  함영덕 010 - 5069 - 3830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4

호텔관광분야

학과장 연락처  김영욱 010 - 4733 - 4700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7

호텔관광분야

호텔경영과
세상에 하나뿐인 

추억을 서비스하다!

항공관광과
관광선진국을 향해 

날아오르다!

성장속도가 빠른 관광산업의 특성에 맞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문화 감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항공 및 관광업계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항공 및 관광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항공예약2급자격증, 항공발권2급자격증, TOEIC, TOEIC Speaking, HSK, JLPT, 국내여행안내사, 국

외여행인솔자, ICDL, 비서자격증, 조주기능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관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관련 매

너 및 실무를 습득하여 호텔업계에서 탁월한 경영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관리

자를 육성한다.

국내관광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조주기능사(바텐더), 와인 소믈리에, 커피 바리스타, 국외여행인

솔자(T/C), 통역안내사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국내외 항공사, 호텔 및 리조트, 여행사, 면세점, 카지

노, 일반 사무직, 기업체 비서 등

아시아나항공, 사우디 국영항공사, 금호그룹 임원비

서, 라마다호텔, (주)케이에이, 코리아나호텔, 워커힐,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하나투어리스트, 모두투어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특 1급 호텔, 특 2급 호텔, 리조트, 카지노, 외식업체, 

항공사, 면세점, 골프클럽, 편입 등

파라다이스 호텔, 더반골프장, 대명리조트, 라마다 호

텔, 커피그루나무, 할리스카페, 썬밸리 호텔, BAvista, 

신원컨트리클럽, 보리호텔,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 

뮤지엄 파티, 미란다 호텔, 임페리얼팰리스 서울 호

텔, 오크우드 호텔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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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과장 연락처  오명석 010 - 6242 - 7692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9

호텔관광분야

창업경영과
나만의 꿈을 인큐베이팅 하다!

호텔조리제빵과
행복의 맛을 예열하다!

기본조리이론 및 제과제빵이론을 체계적인 실무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를 

키우고 과학적인 조리 능력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외식문화의 주역을 담당하는 유능한 중견 

조리사와 제빵사를 육성한다. 실습비중이 높은 교과과정으로 재학 중 관련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방학 중에는 산학연계에 의해 산업체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현업에 즉시 적

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졸업 후 취업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

조리기능사(한식기능사, 양식기능사, 일식기능사, 중식기능사, 복어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

사, 조리산업기사(한식산업기사, 양식산업기사, 일식산업기사, 중식산업기사, 복어산업기사), 베이

킹마스터, 케익디자이너, 베이커리 위생사, 커피바리스타, 위생사, 조리실기교사, 식품산업기사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경영 · 회계 · 세무, 부동산, 온라인쇼핑물 제작 · 운영 등 창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실무사례 중심으

로 교육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영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3 · 4학년을 위한 야간 전공심화과정(창업경영학과)을 운영하고 있으

며, 직장인을 위한 성인재직자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산회계, 전산세무, ERP,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Q, 전자상거래 관리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판매관리사, 브랜드관리사, 재테크실무분석사,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특급호텔, 관광호텔, 외국호텔 전문조리사 및 전문 제

과제빵사, 패밀리레스토랑, 프렌차이즈레스토랑, 패

스트푸드점의 전문 조리사 및 전문 제과제빵사, 콘도

미니엄, 골프장, 스포츠레저 전문업체 레스토랑의 전

문조리사 및 전문 제과제빵사, 제과업체, 제빵업체, 

식품제조기업, 식품가공기업, 식품관련업체, 해외관

광외식업체, 제과제빵학원, 직업학교 및 조리학원 강

사, 음식점 창업, 제과점, 식품관련벤처기업, 소자본 

창업사업가, 편입

김영모과자점,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라베이크과

자점, 빵오르방, 리버사이드호텔, 드마리스, 파다다이

스호텔, 벤스쿠키, 곤지암리조트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취업(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회계법인 

등), 창업(온라인쇼핑물, 자영업, 벤처사업, 부동산중

개업, 일반창업 등), 편입(4년제 대학, 3 · 4학년 전공

심화과정, 사관학교) 등

한국GM, 군무원, 교육청 행정실무사, 공군부사관, 

(주)R&Cable, 농협(농협중앙회, 농협, 과수농협), 세민

병원, 신협, 태창산업,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이천시

청, 시군의회, 기아자동차, 대학교 편입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학과장 연락처  이재춘 011 - 282 - 4548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5



27 2019학년도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건전한 인성을 겸비한 유아교육 전문인으로

서의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성 교육, 창의성 교육, 현장밀착형 교육 및 1인 1특

성화 교육을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의 21세기형 신 지식인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매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학과로 선정 되었다.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4년제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와 동일한 기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방

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 유아체육지도사, 유아레크레이션 지도사, 율동지도사 등

인문사회분야

학과장 연락처  이장희 010 - 5116 - 4215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3

인문사회분야

학과장 연락처  김민경 010 - 7722 - 7998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48

사회복지행정과
사랑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다!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다!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및 아동문제, 노인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다문화 가족 등 많은 사

회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날로 확산되어 가는 미래지

향적인 학문이다.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제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실천학문으로서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교육목표가 있다.

사회복지사 1,2급, 건강가정사, 미술치료사, 케어복지사, 복지레크레이션1급, 심리상담사, 가족치료

사, 작업상담사, 언어치료사, 사회조사분석사, 아동지도사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

사, 유아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영유아 관련 

기관 연구원 등

안성유치원, 안산하늘유치원, 새청주유치원, 재능유

치원, 창의나라유치원, 노벨유치원, 연세유치원, 모

아유치원, 해솔유치원, 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의료기관, 상담소, 개

인창업, 진학

서초노인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삼육재활병

원 성모지역아동센터, 성남지역자활센터, 고양아이

온요양원,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참사랑복지

회, 꽃동네, 충주평화의집,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척수

장애인협회, 가천대길병원, 로스터월드(BWC), 코이

카 해외봉사단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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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경찰소방과
뜨거운 용기로 
세상을 지키다!

인문사회분야

학과장 연락처  정상완 010 - 3349 - 9977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1

학과장 연락처  김현기 010 - 5486 - 8895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50

경찰행정과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

경찰학,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행정법, 경호학, 민간경비론, 무도 등 경찰행정 업무수행

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관리실무능력을 배양한다. 2007년 교육부 전문대학평가 경찰행정분야 A

등급을 획득 하였으며 2015년 경찰청지정 특수경비원 · 일반경비원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경찰행정전문인을 육성하고 있다.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행정사, 행정관리

사, 공인중개사, 사회조사분석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현대사회의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을 양

성하기 위해 특화된 학과이다.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대응, 안전관리 등 전국 최고의  

최첨단 창의인재융합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형운전면허, 컴퓨터활용능력, 잠수기능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공무원(경찰직, 행정직, 검찰사무직, 소방직, 교정직, 

교육직 등), 국영기업체 · 정부투자기관 · 금융기관 · 

일반기업체의 사무직 및 비서직, 경리직, 행정사, 공

인중개사, 4년제 편입학, 육군제3사관학교,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및 행정

요원, 민간경호업체, 개인경호원, 체육 관련기관 등

경찰공무원, 에스텍시스템, 프로에스콤, ADT캡스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소방공무원(특채 및 공채), 소방관련업체 및 단체, 공

공기관 및 기업의 소방안전직

2019년 신설 학과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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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분야

학과장 연락처  배성민 010 - 8970 - 7755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0

레저스포츠과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우다!

예체능분야

학과장 연락처  김원준 031 - 645 - 5899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9

실용음악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학과!

경제성장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레저스포츠에 직접 참가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레저스포츠지도자의 양성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레저스포츠로의 접근을 필

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레저스포츠 능력 배양을 기

반으로 한 체계적 이론 및 실기 교육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폭넓은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현장 중심형 리더를 육성한다.

스포츠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윈드서핑지도자, 스킨스쿠버지도자, 스포츠마사지, 무도지도

자, 수상안전요원, 각 경기종목 심판, 유아체육 지도자, 노인체육 지도자, 장애체육 지도자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강동대학교 예술학부의 자존심인 실용음악과는 FMT<처음 시작하던 초심(First)을 잃지 말고, 매너

(Manner)를 지키며, 팀워크(Teamwork)를 먼저 생각하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학과 모토(motto)로 

전공별 실기 수업과 시창 · 청음, 악전 및 화성학, 컴퓨터 음악 제작, 실용음악 제작과정, 공연 제작 

실습 기초 선행 수업이 이루어지며, 최고의 교수진과 최적의 시설에서 다양한 그룹 및 개인별 프

로젝트를 통해 음원 창작자와 공연 실적자를 양성 · 배출한다.

문화예술교육사, 무대예술전문인, 실기교사, 실용음악 지도사, 음악실기 강사, 음악실기 방과 후 

지도사, 보육교사, PT 100 User, Apple Certified Pro, 음악심리상담사, 방송디지털음악전문인, 음

악치료사, 유치원 정교사, 임상음악 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저

작권관리사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스포츠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경호업체, 무도지도

자, 운동처방 등

새마을 휘트니스, 부천시청 체육진흥과, 우리은행, 김

포공항 공단, 동아미디어보안팀, 휘트니스센터, 아마

리휘트니스센터, 안성 C.C, 충북체육회 순회코치, S

스피닝 강사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 음악 프로듀서, 싱어송

라이터, 대중가수, 라이브&스튜디오 세션 연주자, 뮤

지컬 배우, 보컬 및 연주 트레이너, 예술 학교 교수 

및 강사, 공연 무대 제작자, 공연음악감독, 보컬 디

렉터, 음악 평론가, 음악 전문 기자, 연예매니지먼트 

관련 업무 종사자, 기획사 A&R 및 마케팅 등의 부

서 취직 등

개인 창작물을 통한 공연실적, 개인 창작물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강공컴퍼니,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

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진학, 단국대학교 문화예

술대학원 대중음악과 진학,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

학원 실용예술학과 진학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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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분야

학과장 연락처  김종익 010 - 5189 - 8773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77

만화 ·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내다!

예체능분야

학과장 연락처  정도영 010 - 7707 - 8976

학과사무실 연락처 031 - 645 - 5899

실용댄스과
날 빛나게 하는 학과

학생들의 개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기본 소묘와 드로잉, 기획, 스

토리, 콘티, 편집 과정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통해 만화 창작에서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디지털 

환경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영역의 대표들과 실무책임자의 멘토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국내 50개 이상의 세계적인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회사

와 가족회사를 채결하여 현실적인 현장실습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시긱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그래픽기술자격

(GTQ), 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문학심리상담사, 멀

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게임그래픽전문가, 클레이아트지도사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강동대학교 예술학부의 새로운 물결이 될 실용댄스과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움직임을 의미하는 

’GDUWAVE’를 학과 타이틀로 하여 퍼포먼스 면에서 세계시장을 겨냥한 한국적 실용댄스를 지향

하고 더 나아가 댄스를 접목한 각종 영상콘텐츠 양산을 정규수업으로 배정, 자기 자신의 콘텐츠화

는 물론, 영상물 제작까지 가능한 ‘멀티 엔터테이너’와 ‘1인 미디어’ 를 양성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실기교사, 생활체육 지도사, 무용 지도사, 댄스 지도사, 댄스스포츠 지도자, 엔

터테인먼트 지도사, 방과 후 지도사, 보육교사, 필라테스, 요가, 무용동작치료사, Apple Certified 

Pro 등

학과소개

취득 가능 자격증

웹툰작가, 창작만화작가, 디지털콘텐츠만화작가, 교

양학습만화작가, 카툰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만화

스토리작가, 만화출판전문가, 만화기획자, 만화비평

가, 만화교육자, 애니메이션 기획자, 프로듀서 · 감

독, 컨셉아티스트, 스토리보드 · 레이아웃 아티스트, 

캐릭터 · 배경 디자인너, 독립 · 실험 애니메이션 작

가, 콘텐츠 기획제작자, 2D애니메이터, 3D애니메이

터, 3D모델러, 3D매핑과 텍스쳐 전문가, 3D리깅 및 

CFX전문가

2018년 신설 학과

졸업 후 진로

졸업생 주요 취업처

멀티 엔터테이너, 1인 SNS콘텐츠 크리에이터, 댄스

영상전문 촬영편집자, 편집자, 제작자, 웹관련 댄스

필름 · 웹드라마 · 웹뮤지컬 연출가, 필라테스 · 요가

강사, 기획사 댄스트레이너, 방송댄서 · 안무가, 뮤지

컬배우 · 안무가 · 연출가, 댄스컬 ＆ 퍼포먼스 ＆ 서

커스퍼포머, 공연무대 제작자, 행사기획자, 무용평론

가 · 전문기자, 연예매니지먼트 관련업무 종사자, 예

술학교 교수 및 강사

졸업 후 진로

2019년 신설학과

졸업생 주요 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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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접, 실기고사는 정원내 전형 지원자만 진행함

나. 면접고사와 실기고사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추후 입학홈페이지 공지 예정

다. 면접고사 : 면접불참자는 면접최저점수 0점을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라. 실기고사 :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 수능 A·B유형 구분 없이 우수 2개 영역 반영함(단, 탐구영역은 1개 과목만 반영)

※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등급 적용하지 않음

※ 단, 온라인 전산자료 제공 가능자(14년도 ~ 19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함)

가. 학생부 반영

나. 수능성적 반영

 1.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4.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5. 성적반영

2. 우리대학은 전체학과에 수시 6회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음

6.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모집에 지원 할 수 없음

7.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성적(정시모집)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 타 대학 수시 1차 합격자도 우리대학 수시 2차 모집에 지원 가능함

2019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주요사항

구분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수시 1차 2018. 09. 10(월) ~ 2018. 09. 28(금) 2018. 10. 15(월)

수시 2차 2018. 11. 06(화) ~ 2018. 11. 20(화) 2018. 12. 03(월)

정시 1차 2018. 12. 29(토) ~ 2019. 01. 11(금) 2019. 01. 21(월)

정시자율 2019. 01. 14(월) ~ 2019. 02. 28(목) 개별통보

구분
면접고사 실기고사

일시 대상 일시 대상 일시 대상

수시 1차 10. 10(수) 간호학과, 경찰행정과, 물리치료과, 
유아교육과, 의무부사관과, 
항공관광과, 정원내 지원자

10. 05(금)

실용음악과
정원내 지원자

10. 08(월)

실용댄스과
정원내 지원자

수시 2차 11. 28(수) 11. 23(금) 11. 28(수)

정시 1차 미 실시 01. 16(수) 01. 16(수)

모집시기 반영학기 반영 교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100%)

활용지표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시 2개학기 전과목 1 ~ 2학년의 총 4개 학기 중 
우수 2개학기 전과목 반영

미반영 석차등급

정시 2개학기 전과목 미반영 석차등급

모집
시기

전형
구분

모집
단위명

점수
활용
지표

반영
영역수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영역
제2

외국어
/한문사회 과학 직업

사회/
과학

사회/
직업

과학/
직업

사회/
과학/
직업

정시
일반
전형

전체학과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제외)

석차
등급

2개 50% 50% 50% 50% 50%

Ⅰ. 모집일정 및 안내사항2019학년도 수시 · 정시모집 주요사항 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Ⅲ.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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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일정 및 안내사항

 1. 수시 모집일정

구분 수시 1차 수시 2차 장소 및 이용방법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2018. 09. 10(월)

 ~

2018. 09. 28(금)

2018. 11. 06(화)

 ~

2018. 11. 20(화)

유웨이 : www.uwayapply.com

진학사 : www.jinhakapply.com
마감일 24시까지 접수

창구 / 우편

창구 : 강동대학교 공산관 입학처 방문제출

우편 : (우1741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우체국

사서함 1호 강동대학교 입학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면접고사 2018. 10. 10(수) 2018. 11. 28(수)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입학홈페이지 공지예정 일부학과

실기

고사

실용음악과 2018. 10. 05(금) 2018. 11. 23(금)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입학홈페이지 공지예정

실용댄스과 2018. 10. 08(월) 2018. 11. 28(수)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입학홈페이지 공지예정

합격자 발표 2018. 10. 15(월) 2018. 12. 03(월) 입학홈페이지 및 ARS ☎ 060-700-2400
대학코드 : 161

30초당 650원 이용료발생

예치금 등록 2018. 12. 17(월) ~ 2018. 12. 19(수)

우리대학 사무처(경리과), 농협 · 하나은행 전국지점

합격증/등록금 고지서 : 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출력

※ 추가합격자는 합격 차수별 고지된 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함

추가합격자발표 2018. 12. 20(목) ~ 2018. 12. 28(금)

추가합격자등록 2018. 12. 20(목) ~ 2018. 12. 28(금)

합격자 최종등록
2019. 02. 11(월) ~ 2019. 02. 13(수)

(예치금 등록 후 잔여등록금 납부)

 2. 정시 모집일정

구분 정시 1차 정시자율 장소 및 이용방법 비고

원서

접수

인터넷
2018. 12. 29(토)

 ~

2019. 01. 11(금)

2019. 01. 14(월)

~

2019. 02. 28(목)

유웨이 : www.uwayapply.com

진학사 : www.jinhakapply.com
마감일 24시까지 접수

창구우편

창구 : 강동대학교 공산관 입학처 방문제출

우편 : (우1741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우체국

사서함 1호 강동대학교 입학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실기

고사

실용음악과
2019. 01. 16(수) 미실시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입학홈페이지 공지예정

실용댄스과

합격자 발표 2019. 01. 21(월) 개별통보 입학홈페이지 및 ARS ☎060-700-2400
대학코드 : 161

30초당 650원 이용료발생

합격자 등록
2019. 02. 11(월) ~ 

2019. 02. 13(수)

합격자 발표 시

대학이 지정한 기간

우리대학 사무처(경리과), 농협 · 하나은행 전국지점

합격증/등록금 고지서 : 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출력

4. 안내사항

가. 우리대학은 전체학과에 수시6회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음

나. 면접고사 : 수시모집의 일부학과만 시행함, 불참자는 면접최저점수 0점을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다. 실기고사 :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만 시행함,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마. 우리대학은 학업능력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 제한을 두지 않음 

 3. 모집시기별 제출서류 마감(해당자에 한함)

구분 마감일시 제출처

수시 1차 2018. 09. 28(금)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일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내에 
본 대학 “입학처”에 도착토록 우송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주소 : (우1741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우체국 사서함 1호 강동대학교 입학처

수시 2차 2018. 11. 20(화)

정시 1차 2019. 01. 11(금)

정시자율 원서접수 후 즉시 제출

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018학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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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시 1차 모집인원

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모집

분야
모집학과(전공)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

전형

특별전형

소계 농어촌 저소득 대졸자
성인

재직

특수

교육
소계인문

계고

특성

화고

대학

자체

기준

연계

교육

공학

컴퓨터정보과 40 29 2 31 1 1 2

자동차과 40 29 2 31 1 1 1 3

전기전자과 60 21 2 30 53 1 1 1 3

디

자

인

패션생활디자인과 30 21 2 23 1 1 1 3

리빙·주얼리디자인과 30 21 2 23 1 1

건축과[3년제] 40 29 2 31 1 1 1 3

실내디자인과 40 29 2 31 1 1 1 3

뷰티코디네이션과 40 29 2 31 1 1 1 3

보건

보건의료공학과 30 21 2 23 1 1

안경광학과[3년제] 50 37 2 39 1 1 2 4

치위생과[3년제] 80 37 3 2 42 3 3 3 9

간호학과[4년제][면접] 80 38 4 42 3 4 9 16

물리치료과[3년제][면접] 40 20 4 24 2 3 2 7

보건의료행정과 113 83 7 90 1 1 1 3

의무부사관과[면접] 40 29 2 31 1 1 1 3

의료청력재활과 40 29 2 31 1 1 1 3

방송

광고

방송영상

미디어과

방송영상미디어전공 40 29 2 31 1 1 1 3

디지털광고홍보전공 30 21 2 23 1 1 2

호텔

관광

항공관광과[면접] 110 54 5 59 1 1 1 3

호텔경영과 40 29 2 31 1 1 1 3

호텔조리제빵과 60 43 4 47 1 1

인문

사회

창업경영과 30 21 2 23 1 25 26

유아교육과[3년제][면접] 64 43 4 47 1 1 1 3

사회복지행정과 60 43 4 47 1 1 1 21 4 28

경찰행정과[면접] 120 87 8 95 1 1 1 3

경찰소방과[신설] 30 21 2 23 1 1

예

체

능

레저스포츠과 50 37 2 39 1 1 1 3

실용음악과

[실기]

보컬전공

50

8 8

기악전공 8 8

작곡전공 4 4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30 21 2 23 1 1

실용댄스과

[신설][실기]

방송댄스전공
30 12 12

스트릿댄스전공

합계 1,537 888 95 11 72 30 1,096 25 29 40 46 4 144

주1) [면접] 표기학과는 면접고사 실시학과이며 정원내 전형 지원자만 면접을 시행함

-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면접최저점수(0점)를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주2) [실기] 표기학과는 실기고사 실시학과이며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주3) 의무부사관과는 육군부사관 선발기준[별표3]을 확인 후 지원바람

주4) 상기 모집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 시 변동될 수 있음(세부 모집인원은 대학홈페이지 참조)

주5) 실용음악과는 교육과정이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합주(그룹)학생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입학정원 50명을 

전공별 비율로 나누어 합격자를 선발함

주6) 수시1차 모집 전기전자과 연계교육전형은 취업보장형 고교 · 전문대학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으로 협약된 이천 부원고등학교 학생 30명만 지원 가능함

[연계교육전형이 미달될 경우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함]

Ⅰ. 모집일정 및 안내사항2019학년도 수시 · 정시모집 주요사항 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Ⅲ.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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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 2차 모집인원

모집

분야
모집학과(전공)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

전형

특별전형

소계 농어촌 저소득 대졸자
성인

재직

특수

교육
소계인문

계고

특성

화고

대학

자체

기준

연계

교육

공학

컴퓨터정보과 40 6 2 8

자동차과 40 6 2 8

전기전자과 60 5 1 6

디

자

인

패션생활디자인과 30 5 1 6

리빙·주얼리디자인과 30 5 1 6

건축과[3년제] 40 6 2 8

실내디자인과 40 6 2 8

뷰티코디네이션과 40 6 2 8

보건

보건의료공학과 30 5 1 6

안경광학과[3년제] 50 8 2 10 2 2

치위생과[3년제] 80 23 3 2 28 3 3 3 9

간호학과[4년제][면접] 80 24 4 28 3 4 9 16

물리치료과[3년제][면접] 40 10 2 12 1 3 1 5

보건의료행정과 113 18 4 22

의무부사관과[면접] 40 6 2 8

의료청력재활과 40 6 2 8

방송

광고

방송영상

미디어과

방송영상미디어전공 40 6 2 8

디지털광고홍보전공 30 5 1 6

호텔

관광

항공관광과[면접] 110 46 4 50

호텔경영과 40 6 2 8

호텔조리제빵과 60 10 2 12

인문

사회

창업경영과 30 5 1 6 8 8

유아교육과[3년제][면접] 64 12 2 14 1 1 2

사회복지행정과 60 10 2 12 7 2 9

경찰행정과[면접] 120 22 2 24

경찰소방과[신설] 30 5 1 6

예

체

능

레저스포츠과 50 8 2 10

실용음악과

[실기]

보컬전공

50

8 8

기악전공 8 8

작곡전공 4 4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30 5 1 6

실용댄스과

[신설][실기]

방송댄스전공
30 12 12

스트릿댄스전공

합계 1,537 260 57 9 48 374 7 11 16 15 2 51

주1) [면접] 표기학과는 면접고사 실시학과이며 정원내 전형 지원자만 면접을 시행함

-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면접최저점수(0점)를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주2) [실기] 표기학과는 실기고사 실시학과이며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주3) 의무부사관과는 육군부사관 선발기준[별표3]을 확인 후 지원바람

주4) 상기 모집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 시 변동될 수 있음(세부 모집인원은 대학홈페이지 참조)

주5) 실용음악과는 교육과정이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합주(그룹)학생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입학정원 50명을 

전공별 비율로 나누어 합격자를 선발함

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018학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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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시 1차 모집인원

모집

분야
모집학과(전공)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

전형

특별전형

소계 농어촌 저소득 대졸자
성인

재직

특수

교육
소계인문

계고

특성

화고

대학

자체

기준

연계

교육

공학

컴퓨터정보과 40 1 1

자동차과 40 1 1

전기전자과 60 1 1

디

자

인

패션생활디자인과 30 1 1

리빙·주얼리디자인과 30 1 1

건축과[3년제] 40 1 1

실내디자인과 40 1 1

뷰티코디네이션과 40 1 1

보건

보건의료공학과 30 1 1

안경광학과[3년제] 50 1 1 1 1

치위생과[3년제] 80 10 10 2 2 2 6

간호학과[4년제] 80 10 10 2 3 6 11

물리치료과[3년제] 40 4 4 1 2 1 4

보건의료행정과 113 1 1

의무부사관과 40 1 1

의료청력재활과 40 1 1

방송

광고

방송영상

미디어과

방송영상미디어전공 40 1 1

디지털광고홍보전공 30 1 1

호텔

관광

항공관광과 110 1 1

호텔경영과 40 1 1

호텔조리제빵과 60 1 1

인문

사회

창업경영과 30 1 1 2 2

유아교육과[3년제] 64 3 3

사회복지행정과 60 1 1 2 2

경찰행정과 120 1 1

경찰소방과[신설] 30 1 1

예

체

능

레저스포츠과 50 1 1

실용음악과

[실기]

보컬전공

50

4 4

기악전공 4 4

작곡전공 2 2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30 1 1

실용댄스과

[신설][실기]

방송댄스전공
30 6 6

스트릿댄스전공

합계 1,537 67 67 5 7 10 4 26

주1) 정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이월 반영하여 모집함(정시 모집인원은 대학 홈페이지 참조)

주2) 면접학과 : 정시1차는 면접을 시행하지 않음

주3) [실기] 표기학과는 실기고사 실시학과이며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주4) 수능 성적은 정시1차 일반전형에만 반영하며 수능 미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음

주5) 의무부사관과는 육군부사관 선발기준[별표3]을 확인 후 지원바람

주6) 상기 모집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 시 변동될 수 있음(세부 모집인원은 대학홈페이지 참조)

주7) 실용음악과는 교육과정이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합주(그룹)학생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입학정원 50명을 

전공별 비율로 나누어 합격자를 선발함

Ⅰ. 모집일정 및 안내사항2019학년도 수시 · 정시모집 주요사항 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Ⅲ.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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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합격자(충원) 발표

◼ 대입지원방법위반 주의 : 위반 시 입학취소 처리 됨

◼ 안내사항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

◼ 원서접수 전형료

Ⅲ. 수험생 유의사항

1. 우리대학은 수시 6회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할 수 있음

2. 우리대학 수시 1차모집 합격자는 수시 2차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위반 시 불합격 처리됨)

3. 입학원서와 관계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 받아 제출

4.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해야 함

5.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더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6. 창구 및 우편접수 시 입학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본인의 도장(서명)으로 날인 후 정정하여야 함

7.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성적(정시모집)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단, 온라인 전산자료 제공 가능자[14년도~19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함]]

8. 우편 원서접수 : 입학원서를 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봉투에 “입학원서재중” 반드시 표기 요망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우체국 사서함 1호 강동대학교 입학처 담당자 앞

9. 접수 완료된 입학원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1.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함

2. 합격자 중 미등록으로 인한 충원은 예비순위에서 발표하며, 등록포기자 발생 시 다음 예비순위로 충원함

3. 합격자 발표기간(충원기간 포함) 중 최소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포기자(불합격)로 처리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상시대기)

4. 합격자발표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합격증/등록금 고지서 : 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후 출력 가능

1. 4년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충원합격 포함)한 사실이 있는 자(합격 후 미등록자 포함)는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3월 1일 기준)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함

1.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에 따름

2. 우리대학은 학업능력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 제한을 두지 않음

3. 장애학생의 원서접수 및 면접고사, 실기고사 참가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입학처(1577-3310)로 연락바랍니다.

1. 면접 및 실기일정 및 장소 : 모집일정 및 안내사항 참조(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2.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면접최저점수(0점)를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3. 실기고사 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1. 수시모집 합격자는 반드시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수시 합격자 예치 등록금 납부 : 2018. 12. 17(월) ~ 2018. 12. 19(수)

3. 수시 합격자 예치금 납부 후 잔여 등록금 납부 : 2019. 02. 11(월) ~ 2019. 02. 13(수)

4. 정시1차 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19. 02. 11(월) ~ 2019. 02. 13(수)

5. 등록금 납부처 : 농협 · 하나은행 전국지점

1. 전형료는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전형료를 환불처리 함

2. 지원자격 미달, 수험생의 단순변심 및 전형일자 중복으로 인한 사유는 전형료 환불 불가

※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에 따름

구분
전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실용댄스과, 실용음악과 제외)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실용댄스과 실용음악과

인터넷 접수 20,000원 20,000원 40,000원

창구/우편 접수 무료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종이 원서접수 불가) 

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018학년도 입시결과



Gangdong University 38

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공통사항 적용

나. 모집학과 : 전체학과[단,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는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모집함]

 1. 공통사항

2. 정원내 일반전형

3. 정원내 특별전형

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① 2014년 ~ 201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산자료 비동의자/비대상 고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② 2013년 2월(포함)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교학력 인정서류

⑤ 외국고교 출신자 국문번역본으로 공증 받은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인문

계고

① 일반고 졸업(예정)자

②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율고 졸업(예정)자

③ 종합고등학교 일반과정(인문사회, 자연, 보통과정) 졸업(예정)자

④ 검정고시 출신자

⑤ 외국계고교 출신자

⑥ 기타 법령에 의거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성화고 출신자 지원 불가

① 공통사항 중 해당되는 서류

(고교유형 지원자격 : [별표1] 참조)

특성

화고

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② 종합고등학교 전문(실업)교육과정 졸업(예정)자

③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자

④ 인문계고 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의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연계

교육

①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이 체결된 

부원고등학교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자(고교단계 이수자)

① 연계교육 학생 추천서

② 고교생활기록부 1부

대학

자체

기준

추천

① 출신 고교의 재직 중인 교장/교사 추천자

② 우리대학 교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안경광학과 추가 적용사항 : 안경사 지부장, 안과 병원장 추천자

④ 유아교육과 추가 적용사항 :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자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추천서 1부 [대학 소정양식]

③ 추천서 및 지부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특기자

① 해당학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강동대학교가 정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② 공인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보유자 

(TEPS 650점, TOEIC 700점, TOEFL 80점 이상)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별표2] 참조

③ 외국어성적은 원서접수일기준 2년 이내 발급분

사회

·

지역

① 지역인재

 -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국내에서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다문화가정을 이룬 당사자 (부모)는 제외함)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부모명의) 1부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국가(독립)유공자 및 직계 손자녀 ①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Ⅰ. 모집일정 및 안내사항2019학년도 수시 · 정시모집 주요사항 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Ⅲ.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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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외 특별전형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농·어촌

①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 중 ·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① 초 · 중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② 농어촌지역에 중 · 고등학교 졸업(예정) 및 본인,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①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② 지원자 및 부모 주민등록 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제출

저소득

① 기초생활수급자(수험생 본인명의만 해당함)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1부

② 차상위계층자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 인정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③ 해당서류 1부 (차상위 구분 참조)

차상위

구분

자활급여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증명서 1부

한부모가정지원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대졸자

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는 정시부터 지원 가능함)

②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70학점 이상 취득자)

③ 외국대학출신 : 국문번역본의 공증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① 대학졸업(예정)증명서/수료증명서 1부

② 대학성적증명서 1부

성인
재직자

① 전문대학 입학자격이 있는자로서 주민등록상 나이가 입학일

(2019. 03. 01) 기준으로 25세 이상인 자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②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관련 서류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산업체에서 2년 이상(2019. 03. 01 기준) 근무한 자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산업체재직(경력)증명서 1부

③ 4대보험 관련서류 중 1부(※가입기간 명시)

특수교육
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3등급)이 되어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자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③ 본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자격 심사를 거친 자로서 해당학과의 학습능력이 

가능한 자

① 공통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② 장애인증명서 1부

가.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내에 본 대학 “입학처”에 도착토록 우송하여야 함(해당자에 한함)

※ 제출처 주소 : (우17419)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우체국 사서함1호 강동대학교 입학처(앞)

나. 서류 미제출자는 “서류미제출 불합격” 처리함

다. 복수 지원자는 지원한 시기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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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반영 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학년별·요소별 반영비율

나. 전형별 교과목 반영방법

모집시기 반영학기

학년별 반영 비율(100%) 세부요소별 반영 비율(100%)

비고학년

공통

공통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그 외 기타 기록사항

(창의,특별,체험 등)

수시 2개학기 1~2학년 100% 100

정시 2개학기 1~2학년 100% 100

모집

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국민공통교과(고1과정) 선택과정(고2, 3과정) 점수산출

반영

교과수

반영

교과목

반영

교과수

반영

교과목
활용지표 기타(내용)

수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교과 전과목 전교과 전과목 석차등급
1~2학년의 총4개 학기 중

우수2개 학기 전과목 반영

정원내

특별전형

인문계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자

대학자체기준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

수급자 및 차상위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특수교육대상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백분위점수 대학졸업 백분위점수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교과 전과목 전교과 전과목 석차등급
1~2학년의 총4개 학기 중

우수2개 학기 전과목 반영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백분위점수 대학졸업 백분위점수

다. 수능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
구분

모집
단위명

점수
활용
지표

반영
영역수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영역
제2

외국어
/한문

비고
(세부 
반영
방법)

사회 과학 직업
사회/
과학

사회/
직업

과학/
직업

사회/
과학/
직업

정시
일반
전형

전체학과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제외)

석차
등급

2개 50% 50% 50% 50% 50%
우수2개
영역
반영

※ 수능 A ·B유형 구분 없이 우수2개 영역 반영함(단, 탐구영역은 1개과목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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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전형방법 모집단위

수시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

전형

학생부

위주

학생부100%
전체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면접, 실기학과 제외)

학생부60% + 면접40% 경찰행정과, 유아교육과, 의무부사관과

면접위주 학생부20% + 면접80% 항공관광과

실기위주 학생부20% + 실기80%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정원내

특별전형

고교

유형별

인문계고
학생부100% 치위생과

학생부60% + 면접40%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특성화고
학생부100% 치위생과

학생부60% + 면접40%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연계교육 서류100%(연계교육관련서류) 전기전자과

대학

자체

기준

특기자

추천자

사회지역배려자

학생부100% 전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면접, 실기학과 제외)

학생부60% + 면접40% 경찰행정과, 유아교육과, 의무부사관과

학생부20% + 면접80% 항공관광과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

학생부100%

전체학과

(리빙 · 주얼리디자인과, 창업경영과,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

과,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제외)저소득

성인재직자 창업경영과, 사회복지행정과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행정과

전문대이상 졸업자
서류100%

(백분위점수 반영)

전제학과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제외)

정시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전형

학생부위주 학생부60% + 수능40% 전체학과(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제외)

실기위주 학생부20% + 실기80% 실용음악과, 실용댄스과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

학생부100%
치위생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저소득

성인재직자 창업경영과, 사회복지행정과

전문대이상 졸업자 서류100%(백분위점수 반영)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라. 성적반영 비율

1) 정원내 특별전형의 세부전형은 각 전형별로 별도성적사정 처리하여 선발함

마. 부가점수

부가점수 대상자
부가점수

일반전형 인문계고전형 특성화고전형 농·어촌전형

관학협정체결 고교출신자
3점 3점 3점 3점

자매결연 고교(기관)출신자

1) 부가점수는 1개 항목만 적용함

2) 상기 해당 고교(기관)출신자는 자동으로 점수가 부여됨

3) 부가점수를 받아서 내신점수가 500점이 초과하더라도 최대 500점만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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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

2) 성취평가제 교과성적 산출표

바. 연도별 내신점수 산출방법

입시산출

점수
졸업구분 학생부반영 입시산출점수 계산법

500점

2008년 ~ 2019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1. 등급환산값 구하기 : 과목별 등급 x 이수단위

2. 석차등급 구하기 : 등급환산값의 합 / 이수단위의 합

3. 입시산출등급 : (최우수학기 등급 + 우수학기 등급) / 2

1. A : 입시산출등급 값의 소수 4째자리 반올림

2. B : (A – 1)

3. 학생부 비율별 계산법

- 100% : B x 50 = C

- 60% : B x 30 = D

- 20% : B x 10 = E

4. 입시산출점수(학생부)

- 100% : 500 - C

- 60% : 300 - D

- 20% : 100 - E

1998년 ~ 2007년 

2월 고교졸업자

1. 석차백분율 산출하기 : (석차 / 재적수) x 100

2. 환산등급 구하기 : 산출된 석차백분율로 과목별 환산등급을 

구한다.

- 백분율을 산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에 

   대비하여 환산등급을 부여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3. 등급환산값 구하기 : 과목별 환산등급 x 이수단위수

4. 석차등급 구하기 : 등급환산값의 합 / 이수단위수의 합

5. 입시산출등급 : 석차등급의 (최우수학기 + 우수학기) / 2

※단, 1998년 졸업생은 2,3학년 성적을 반영함

1997년 2월(포함)

이전 졸업자

1. 학기별 백분율 산출하기 : (석차 / 재적수) x 100

2. 환산등급 구하기 : 산출된 석차백분율로 과목별 환산등급을 

구한다.

- 백분율을 산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에 

대비하여 환산등급을 부여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3. 입시산출등급 : 석차등급의 (최우수학기 + 우수학기) / 2

성취평가제 교과성적

(특성화고교 전문교과)

1. Z값 : (해당교과목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2. 환산등급 구하기 : 산출된 Z값으로 과목별 환산등급을 구한다. 

- Z값을 산출하여 「성취평가제 교과성적 산출표」에 대비하여

환산등급을 부여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1.  해당 교과목 학기 

입시산출등급 계산 시 포함

검정고시 출신자

1. 환산등급 구하기

- 검정고시 등급 별 점수 산출표 평균점수에 해당되는 

   등급 및 입시환산점수 적용

외국고교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자

1. 반영하지않음

2. 기본점수(0점)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석차백분율(%)
0.001

~ 4.000

4.001

~ 11.000

11.001

~ 23.000

23.001 

~ 40.000

40.001

~ 60.000

60.001

~ 77.000

77.001

~ 89.000

89.001

~ 96.000

96.001

~ 1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Z값
3.0이상

~ 1.76

1.75

~ 1.23

1.22

~ 0.74

0.73

~ 0.26

0.25

~ -0.25

-0.26

~ -0.73

-0.74

~ -1.22

-1.23

~ -1.75

-1.76

~ -3.0이하

바. 연도별 내신점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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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2개 영역 평균등급 반영

2) 평균등급에 해당되는 입시산출점수를 반영

평균등급 1등급 1.5등급 2등급 2.5등급 3등급 3.5등급 4등급 4.5등급 5등급

입시산출 점수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평균등급 5.5등급 6등급 6.5등급 7등급 7.5등급 8등급 8.5등급 9등급

입시산출 점수 110 100 90 80 70 60 50 40

사. 수능점수 산출방법

1) 일반전형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특별전형에서 충원·선발함

2) 특별전형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일반전형에서 충원·선발함

차. 미달에 따른 전형별 충원방법

1)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 고교내신, 면접점수, 실기점수 등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2) 대졸자 특별전형 : 최종대학 전학년 성적을 백분위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아. 성적사정원칙

자.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검정고시 수시 · 정시 대졸자전형

1순위
최우수학기 

입시산출등급이 높은자
수능 최우수등급이 높은 자

전체교과목 

평균점수가 높은자
졸업 평점평균이 높은자

2순위
재적수(이수자수)의 합이 

많은 자

최우수학기 

입시산출등급이 높은자

응시과목 중 

최고점수가 높은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자

3순위 이수단위수의 합이 많은 자 재적수(이수자수)의 합이 많은 자 국어점수가 높은자 이수학점이 높은자

4순위 2학년 평균원점수가 높은 자 이수단위수의 합이 많은 자 수학점수가 높은자 2학년 평점평균이 높은자

5순위 1학년 평균원점수가 높은 자 2학년 평균원점수가 높은 자 영어점수가 높은자 1학년 평점평균이 높은자

구분 세부내용

면접
대상

학과 간호학과, 경찰행정과, 물리치료과, 의무부사관과, 유아교육과, 항공관광과

전형 정원내 전형 : 일반전형, 인문계고전형, 특성화고전형, 대학자체기준

면접일시

구분 일자 시간

수시 1차 2018. 10. 10(수) 추후 별도 공지예정
(우리대학 홈페이지 참조)수시 2차 2018. 11. 28(수)

※ 수험생별 면접고사 시간은 별도 공지하며, 면접당일 현장접수 순으로 진행됨

면접장소 ※ 면접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예정(우리대학 홈페이지 참조)

면접내용 - 기본소양도, 학습능력도, 학습의욕도, 모집단위의 적성도 등 4개 항목으로 면접평가진행

유의사항

- 면접고사에 불참한 지원자는 면접최저점수(0점)를 부여하며, 합격자 선발대상에 포함함

- 면접대상자는 지정된 면접장소 및 면접시간을 확인하고 면접종료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함

- 면접고사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지참하여야 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증 등)

6. 면접고사

3) 검정고시 등급 별 점수 산출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성적구간
100 ~ 

99.00

98.99 ~ 

96.00

95.99 ~ 

91.00

90.99 ~ 

84.00

83.99 ~ 

76.00

75.99 ~ 

70.00

69.99 ~ 

65.00

64.99 ~ 

62.00

61.99 ~ 

60.00

일반학과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면접학과(6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면접학과(2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실기학과(2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고교졸업자와 검정고시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고교졸업자를 우선순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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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음악과는 인터넷접수만 시행하며,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실용음악과 실기고사 전형료는 40,000원임(수수료는 대학에서 부담)

3) 실기고사 진행은 실기고사 당일 접수순에 의해 진행되며,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접수되어야 함

4) 전공별 불합격으로 인한 모집인원 미달 시 다른 전공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음

5) 실기고사 준비 시 시스템상의 이유로 입시 실기고사 순서에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음

6)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실기고사 시행 일주일 전 강동대학교 입학홈페이지 - [입시공지]에서 확인

가. 실기고사 일정

나. 실기고사 전형방법

실용음악과

구분 내용 비고

실기고사 일시

수시 1차 2018. 10. 05(금)

실기고사 장소 및 일시는 원서접수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시 2차 2018. 11. 23(금)

정시 1차 2019. 01. 16(수)

실기고사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구분 실기내용 유의사항

보컬전공

자유곡 1곡

(장르 불문)

1. 반주는 전주 부분이 20초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2.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할 것

3. 보컬전공 지원자는 입시곡 이외 예비곡을 가요로 준비할 것

4. 개인별 실기고사 제한시간은 2분 이내로 함

5. 상황에 따라 실기종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음

6. 반주자는 2명 이하 참여 가능하며, 무반주도 가능함

(보컬 지원자는 자가 반주 가능, 싱어송라이터 지원자는 자가 반주 필수)

7. 작곡 전공에 해당되는 프로듀서 입시 지원자 중 컴퓨터로 제작된 창작곡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작업했음을 입증해야 함, 개인 장비(데스크탑, 노트북, 맥북 등)를 

실기고사 당일 지참하여 자신의 창작곡에 사용된 DAW(Logic, Cubase, 

Protools 등)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가상 악기 등이 포함된 멀티트랙을 시현하여 

증빙 할 수있어야 함

8. 입시곡 및 시현곡 이외에 심사위원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가창 및 연주, 작업물 

시현,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음

9. 포트폴리오(Portfolio)는 개인 자유선택이며, 미제출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음 

실기고사 당일 접수 시 인쇄된 A4 사이즈 종이 5페이지 이내 파일철로 5부 제출

기악전공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작곡

전공

싱어송

라이터

자작곡 1곡

(자가반주 가창)

프로듀서
자작곡 1곡

(자가반주 가창 또는 작업물 시현)

실기고사 준비물

1) 수험표                                            

3) 실기 곡 악보 5부    

5) 피아노, 앰프, 드럼을 제외한 악기는 개별 지참   

2) 신분증(사진부착)

4) MR의 경우 오디오용 CD로만 준비할 것

6) 기타 지원자들은 앰프 이펙터만 사용 가능

7. 실기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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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기고사 전형방법

실기전공 실기내용 유의사항

스트릿

댄스

프리스타일

실  기 : 장르와 무관하며,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개인안무 작품 1분30초 이내 발표

의  상 : 개인안무 작품의상 또는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리스타일

음  악 : 무반주 또는 오디오 CD (1번트랙 녹음)

           단, 안무를 위한 반주자 필요시 2명 이하 참여 가능 (필요한 악기나 장비는 반드시 본인 준비)

준비물 : 자유선택, 필요한 물품 자유롭게 직접 준비

참고사항 : 1.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자유선택이며, 미제출이더라도 불이익은 없음 

              2. 제출 의향이 있는 지원자는 실기고사 당일 접수 시 인쇄된 A4사이즈로 5페이지 이내 

                 파일철로 5부 준비하여 제출

방송영상

댄스 

1인 퍼포먼스 

실  기 : 안무가 아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개인의 기술만을 요하는 1인 퍼포먼스를 

           2분 이내 발표

의  상 : 개인안무 작품의상 또는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리스타일

음  악 : 무반주 또는 오디오 CD (1번트랙 녹음)

단, 안무를 위한 반주자 필요시 2명 이하 참여 가능 (필요한 악기나 장비는 반드시 본인 준비)

준비물 : 자유선택, 필요한 물품 자유롭게 직접 준비

참고사항 : 1. 장르불문, 자유선택, 개인발표 형식 

              2. 창의력, 독창성, 준비성, 표현력, 개인기 등이 중점

                 (춤, 노래, 연기, 랩, 비트박스, 뮤지컬, 성악, 개그, 마술, 마임, 아크로바틱, 타악, 무술 기타 등등 

                  자신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개인 퍼포먼스)

1인 방송영상

실  기 : 1. 댄스를 주제로 한 영상을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을 한 후 본인이 직접 편집

          2. 제작한 60초길이의 1인 방송영상물을 제출 및 개인발표

유의사항 : 1. 실기고사 3일 전까지 thegduwave@gmail.com으로 영상물 제출(기한 내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2. 제출 시 파일 형식은 mp4 이며, 메일 제목 및 파일 네이밍은 별도의 내용 없이 

                  자신의 수험번호만을 기입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촬영 및 편집임을 제출물과 발표를 통해 증명해야함

              4. 실기고사시 1인 방송영상물에 대한 심사위원의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음

참고사항 : 1. 댄스라는 주제가 느껴질 수 있는 SNS 업로드가 가능한 60초 영상물

              2. 영상컨셉, 촬영과정, 편집방식 등 다양한 본인의 제작 방식 및 의도를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자료로 제출 및 발표

              3.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인쇄된 A4 사이즈 종이 5페이지 이내 파일철로 5부 준비하여 제출

실기고사 준비물

1) 수험표                                            

3) 음악 필요시 오디오 CD(1번트랙 녹음) 준비    

5)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입시당일 접수시 5부 제출

2) 신분증(사진부착)

4) 실기고사의 필요한 소품은 개인 준비물

6)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자료는 입시당일 접수시 5부 제출

1) 실용댄스과는 인터넷접수만 시행하며, 실기불참자와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실기고사 전형료는 20,000원임(수수료는 대학에서 부담)

3) 실기고사 진행은 실기고사 당일 접수순에 의해 진행되며,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접수되어야 함

4) 실기고사 준비시 시스템상의 이유로 입시 실기고사 순서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5) 전공별 불합격으로 인한 모집인원 미달 시 다른 전공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음

6)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실기고사 시행 일주일 전 강동대학교 입학홈페이지-[입시공지]에서 확인

가. 실기고사 일정

실용댄스과

구분 내용 비고

실기고사 일시

수시 1차 2018. 10. 08(월)

실기고사 장소 및 일시는 원서접수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시 2차 2018. 11. 28(수)

정시 1차 2019. 01. 16(수)

실기고사 장소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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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격자 발표안내

10. 등록금 환불안내

9. 등록금 납부안내

가. 합격자 발표일

가. 환불절차 

등록금(수시예치금 포함) 환불은 우리대학(장호원/감곡) 사무처 경리과에서 2019년 2월 28일(목)부터 입학식 당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하며, 입학식 이후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됨(공휴일, 토 · 일 제외)

다. 유의사항 

우리대학 신입생으로 입학이 처리되는 학기 개시일부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2항 관련)”에 의거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가. 등록기간 및 등록금액

나. 등록장소 및 수납방법

1) 농협 및 하나은행 전국지점에서 수납 가능함

2) 학생별 고유계좌(가상계좌)로 입금가능함(고지서에 표기됨)

3) 합격자는 등록금고지서를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등록 관련서류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gangdong.ac.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합격” 처리함

3) 수시예치금은 입학금의 일부이며, 입학식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나. 합격자 발표 및 조회

구분 합격자 발표일 비고

수시모집 1차 : 2018. 10. 15(월) 14:00 2차 : 2018. 12. 03(월) 14:00

정시모집 1차 : 2019. 01. 21(월) 14:00 자율 : 개별통보

대상자 등록구분 등록기간 비고

수시합격자 예치금 등록 2018. 12. 17(월) ~ 2018. 12. 19(수) 예치금 납부

수시합격자, 정시1차 합격자 최종등록 2019. 02. 11(월) ~ 2019. 02. 13(수) 전액 납부

정시자율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한 기한내 등록

구분 조회/문의 비고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팝업창 또는 배너 모집시기별 조회

ARS 060-700-2400 대학코드 : 161 (30초당 650원 이용료발생)

구분 신청방법 접수 및 처리 비고

온라인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환불신청 접수 및 처리
세부사항은 입학홈페이지 공지예정

오프라인 방문 또는 팩스 구비서류 접수 후 처리

※ 수시모집 합격자 : 합격한 대학 중 반드시 1개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예치금 납부 후 최종등록기간에 예치금을 제외한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은 반드시 우리대학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오프라인 환불자 구비서류 : - 입학(등록)포기서(대학 소정양식) 1부

- 우리대학 등록금 납입영수증 원본 1부

- 입금 받을 통장계좌번호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및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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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 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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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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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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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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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입학전형료 환불(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5관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2항 관련)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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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가. 입학전형 지원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격 미달자

나. 원서접수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유

다. 타대학 전형일자 중복으로 인한 면접 및 실기 불참자

가. 원서접수시 대학방문 신청 또는 지원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 중 선택

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차감하고 반환함

다. 입학전형료 반환 일자 :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1. 반환대상자

2.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학전형료 반환방법

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018학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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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문계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 비고

인문계고 인문고(직업과정 위탁생) 직업과정 위탁생

자율고 자율고

전문계고 상고, 공고, 농고

특수목적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종합고 보통과(인문) 상업, 전문, 예술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계열

검정고시 검정고시

외국고교 외국고교

학과명 관련 자격증 종목

건축과, 만화 · 애니메이션콘텐츠과, 방송영상미디어과, 사회복지행정과, 

자동차과, 창업경영과, 컴퓨터정보과, 호텔경영과, 호텔조리제빵과
- 국가기술 자격증 및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

치위생과 - 간호조무사 자격증

의무부사관과

- 간호조무사 자격증

- 체육, 레포츠, 무도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 자격증 및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

뷰티코디네이션과, 보건의료공학과, 보건의료행정과
- 국가기술 자격증 및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

경찰행정과
- 국가기술 자격증 및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

- 체육, 레포츠, 무도관련 자격증

레저스포츠과

- 체육, 레포츠, 무도관련 자격증

- 대한체육회 및 각 연맹/협회선수로 1년 이상 등록 자

- 고교 재학 중 시/군/구 이상 각종 경기에 출전한 자

주1)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별표1】 

【별표2】 

출신고교 유형별 지원자격

해당 자격증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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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육군부사관 선발 기준

1. 육군부사관 선발 기준 (군 인사법 제10조 해당사항, 군 간부에 적용되는 공통 자격)

2. 육군부사관 지원자 유의사항

가.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음

가. 부사관 임관 기준에 미달한 자가 입학하였을 경우 임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나. 부사관이 되기 위한 신체조건 기준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다. 신원조회나 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시 부사관으로 임관되지 않음

라. 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체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부사관으로 임관되지 않음

※ 육군부사관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선발기준 참조

[ 지원결격사유 (임관 결격사유)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몸에 문신한자(지름 7cm 이상) 선발제외

[ 지원 자격제한 ]

• 장 교 :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사람

• 부사관 : ① 현역복무 시 중징계 처분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사람

② 과거 선발과정 응시 시 임관결격 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부사관 양성교육 중(육군훈련소, 부사관학교, 특교단) 퇴교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 통 : 질병 및 성적저조, 개인 가사문제 사유로 귀향(퇴교)자는 지원가능

[ 육군부사관 임관 기본조건 ]

성별 나이 신장 체중 시력

남자
만 18세 ~ 27세

(임관일기준 27세 이하인자)

161cm ~ 195cm 46kg ~ 120kg
- 교정시력 우 0.7, 좌 0.5 이상  

- 라식수술자 지원가능
여자 152cm ~ 183cm 44kg ~ 8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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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입시결과

1. 수시 1차 입시결과

학과

일반전형 인문계고 특성화고 대학자체기준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컴퓨터정보과 37 5.0 6.8 7.7 146

자동차과 43 5.5 7.1 7.8 195

전기전자과 16 7.1 6.6 7.6 97

패션생활디자인과 16 8.1 6.8 7.7 113

리빙·주얼리디자인과 16 4.4 5.9 7.2 55

건축과 30 5.1 6.3 6.9 124 6 1.0 5.9 5.9 0

실내디자인과 23 6.0 6.3 7.2 115

뷰티코디네이션과 30 6.0 6.0 7.5 149 8 1.9 7.5 7.5 1

보건의료공학과 30 2.7 5.7 5.8 51

안경광학과 40 4.7 5.4 6.5 147

치위생과 37 15.9 4.7 5.4 282 3 58.0 2.9 3.2 11 2 12.5 4 4 2

간호학과 38 23.9 4.1 4.8 109 4 62.3 3.4 3.7 2

물리치료과 20 18.7 4.1 4.7 54 4 40.0 2.8 3.2 12

보건의료행정과 110 3.8 5.9 6.9 306

의무부사관과 21 7.7 5.4 6.1 141

의료청력재활과 24 4.2 5.1 5.9 77

방송영상미디어전공 23 10.3 5.6 6.5 214

SNS홍보전공 16 2.6 5.7 6.9 25

항공관광과 60 5.9 5.7 6.9 129 5 1.0 5.1 5.1 0

호텔경영과 30 7.6 5.5 6.4 199

호텔외식서비스과 30 3.6 6.5 7.5 78

호텔조리제빵과 51 6.2 6.7 7.6 263 10 1.3 6.9 7.1 3

창업경영과 14 5.1 5.2 6.8 57

유아교육과 38 9.2 5.8 6.6 211 8 1.3 5.7 5.7 2

사회복지행정과 51 5.0 6.1 7.7 203

경찰행정과 130 3.4 5.7 7.1 189 10 1.2 5.8 6.4 3

레저스포츠과 30 4.4 6.3 7.5 102

실용음악과 20 8.1 5.6 6.8 132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15 9.6 5.7 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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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 2차 입시결과

학과

일반전형 인문계고 특성화고 대학자체기준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모집

인원

경쟁

률

평균

등급

최저

등급

예비

순위

컴퓨터정보과 10 9.8 6.2 7.3 88

자동차과 12 8.7 6.9 7.8 92

전기전자과 7 7.1 5.9 7.0 43

패션생활디자인과 7 10.9 6.4 7.7 69

리빙·주얼리디자인과 7 7.3 7.2 8.3 44

건축과 9 8.7 6.4 7.3 69 4 0.8 5.4 5.4 0

실내디자인과 8 8.9 7.0 7.6 63

뷰티코디네이션과 8 9.4 5.9 6.6 40

보건의료공학과 9 7.8 5.2 6.4 61

안경광학과 10 9.5 5.5 6.2 85

치위생과 23 15.4 4.3 5.1 135 3 28.0 3.4 3.6 20 2 10.5 3.9 3.9 4

간호학과 24 26.4 4 4.3 79 4 28.5 2.9 3.1 3

물리치료과 10 17.9 4.3 4.5 21 2 34.5 2.2 2.2 1

보건의료행정과 24 9.8 5.8 6.9 212

의무부사관과 10 9.8 5.2 6.3 59

의료청력재활과 10 5.9 5.8 7.0 49

방송영상미디어전공 8 13.8 5.4 6.7 89

SNS홍보전공 7 2.6 5.4 6.5 11

항공관광과 50 10.1 5.5 6.4 134 4 2.0 6.1 6.1 4

호텔경영과 9 16.7 5.9 6.2 141

호텔외식서비스과 9 7.4 6.5 7.4 58

호텔조리제빵과 12 9.1 6.3 7.2 97

창업경영과 9 5.1 5.6 6.4 37

유아교육과 10 13.8 5.9 6.5 44

사회복지행정과 12 12.1 4.9 6.6 133 6 0.5 6.1 6.1 0

경찰행정과 30 7.9 5.3 6.2 70

레저스포츠과 9 10.9 6.3 7.8 88

실용음악과 20 8.0 5.9 6.8 140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8 7.6 5.6 6.8 53

Ⅳ.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018학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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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시 1차 입시결과

학과

일반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학생부

평균등급

학생부

최저등급

수능

평균등급

수능

최저등급
예비순위

컴퓨터정보과 39 1.5 6.0 6.4 5.9 6.4 19

자동차과 28 1.3 5.6 6.8 6.3 6.8 7

전기전자과 10 3.4 6.4 7.1 5.8 6.2 23

패션생활디자인과 5 1.6 5.8 6.0 6.5 6.8 3

리빙·주얼리디자인과

건축과 20 1.8 6.9 6.9 6.8 6.8 15

실내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보건의료공학과 36 1.5 5.9 6.1 6.0 6.8 18

안경광학과 29 2.1 5.8 5.8 5.2 5.4 30

치위생과 15 7.7 5.1 5.8 4.9 5.4 49

간호학과 10 37.7 4.4 5.8 4.4 4.8 47

물리치료과 4 53.0 4.2 4.2 4.7 5.2 25

보건의료행정과 46 1.7 5.6 6.9 5.8 6.4 33

의무부사관과 4 4.5 4.4 4.5 5.3 5.4 14

의료청력재활과 2 6.0 5.6 5.6 6.4 6.4 6

방송영상미디어전공 4 7.3 5.9 5.9 25

SNS홍보전공 16 0.8 6.3 6.3 6.2 6.2 0

항공관광과 2 10.0 5.3 5.3 6.2 6.2 17

호텔경영과 22 1.8 6.8 7.3 6.0 6.0 16

호텔외식서비스과

호텔조리제빵과

창업경영과 9 1.6 6.5 7.0 6.6 6.6 5

유아교육과 7 5.9 4.8 5.6 5.0 5.2 34

사회복지행정과 31 1.4 6.7 7.7 6.8 7.2 10

경찰행정과 3 34.0 5.2 6.0 4.6 5.0 40

레저스포츠과 4 6.5 5.8 6.5 6.1 7.0 22

실용음악과 15 13.8 5.8 7.0 7.0 7.0 131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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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강당

강의실

버스터미널

공원공산관

예술관 공원 학생회관

공연장

공산기념관

도서관 비전센터

북카페 헬스장 예술관 신창조관

공산기념관학생정보검색실

기숙사 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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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판교
이매 삼동 광주 초월 신둔도예촌

이천 부
발 SK

하이닉스

곤지암

서현

모란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 숲

청계산 입
구

판교

신분당선

15분

판교 - 이천

30분대 소요야탑

이천

서울
지역

강동
· 강동역 3번 출구 강동웨딩문화센터 맞은편 

  가나다합판 앞

노원 · 노원역 7번 출구 교보생명 앞

태릉 · 태릉입구역 5번 출구 법원, 검찰청 앞 승차장

잠실

· 지하철2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주차장 입구

  ※ 단, 10:30 예비차량 승차장소는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

강남

·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8-2번 출구 

  － 신세계백화점 길 건너편 신반포4차APT 

     201동 앞 차로

사당 ·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

신도림 · 신도림역 1번 출구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건너편

시흥 · 금천구 시흥동 홈플러스 앞

인천
지역

인천 ·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 버스 승강장 앞

송내 · 송내역 1번 출구 남광장 방향 푸조 자동차 앞
경기
지역

수원 · 북문터미널 사거리 베스킨라빈스 앞 (신한은행 맞은편)

동수원 · 우만초등학교 뒷길 (뒤편)

안양 · 인덕원역 4번출구 센트럴 관광호텔 앞

화성(오산) · 병점역 1번출구 병점사거리 신협 앞

안산
· 중앙역 고잔신도시쪽 출구 중앙역 공용주차장 

  건너편 신협 앞

평택 ·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옆 롯데부동산 앞

안성 · 구 고속버스 공용터미널 옆 삼성디지털프라자 맞은편

이천(무료)
·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옆 현대프라자길 

  그랜드웨딩홀 앞 (출발)

태평리 · 여주 가남면 태평리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경유)

고양

· 백석역 3번 출구 일산신성교회 앞 (출발)

· 화정역 1번 출구 화정터미널건너편 옥빛마을아파트 

  일품축산마트 앞

· 삼송역 4번 출구 농협 하나로마트 (경유)

구리 · 인창동 롯데백화점 앞 택시승하차장 

남양주 · 별내역 1번 출구 앞 (이마트 방향)

하남 · 하남시청 앞 건너편 홈플러스 앞

의정부 · 망월사역 1번출구 앞(경유)

성남 · 모란역 4번 출구 - 모란천주교 성당 앞

분당 · 서현역 2번 출구 KB 국민은행 맞은편

광주 ·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 앞

용인 · 용인 마평사거리 대나무집 앞  (경유)

강남대 · 강남대 2번 출구 앞 (경유)

어정역 · 어정역 시내버스승하차장 앞 (경유)

신갈 · 신갈오거리 이천방향 LG베스트 샵 앞 (출발)

충북
지역

청주

· 청주 실내체육관 옆 청주의료원길

  - 한벌초등학교 교문 담장길 승차장 (출발)

· 청주 신흥고 시외버스승차장 앞 (경유)

증평 · 음성방향으로 초중사거리 타이어뱅크 앞 (경유)

음성 · 음성 종합운동장 횡단보도 앞

금왕 · 금왕 아비숑모텔 건너편 송가네 식당 앞 (경유)

충주

· 충주 이마트사거리 구) 파스텔호텔 앞 (출발)

· 충주 공설운동장 입구 앞 (경유)

· 충주 칠금동 삼성디지털프라자 건너편 금릉소공원 

  버스정류장 앞 (경유)

· 충주 목행 새한아파트 육교 앞 (경유)

강동대학교 통학안내 
(통학버스 · 지하철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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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dcblog1

강동대학교 공식 마스코트 강동이가 직접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공식 블로그,

학교 행사, 대학 생활 가이드는 물론 선배들의 대학생활 노하우 까지 

알찬 정보로 가득하다.

https://www.facebook.com/gangdong.dream

댓글로 실시간 소통하며 학교 소식을 전해주는 강동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항상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주 들를수록 이득이다.

https://www.instagram.com/gangdonginsta/

강동대학교의 소식과 이벤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

학교 구석구석 생생한 사진을 볼 수 있어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대학 소식과 행사, 모르면 손해 보는 이벤트들은 물론, 

선배들의 꿀팁까지, 강동대학교를 100% 활용하는 법!

강동대 공식 SNS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마음껏 경험해보자.

강동대학교 공식SNS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우체국 사서함 1호

입학상담(문의) 031 - 643 - 6112 ~ 5   (팩스) 031 - 525 - 5237

1:1 입학상담 카톡아이디 강동대학교 http://www.gangdong.ac.kr

여기! 강동에서 너의 꿈과 재능을 찾아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