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 년 도  건 양 대 학 교

수 시 전 형  모 집 요 강

12년 연속̇ ̇ ̇ ̇ ̇12년 연속̇ ̇ ̇ ̇ ̇12년 연속̇ ̇ ̇ ̇ ̇  등록금 인하 및 동결 등록금 인하 및 동결 등록금 인하 및 동결
(2009 ~ 2011학년도 동결)

(2012학년도 5.1% 인하)

(2013 ~ 2020학년도 동결)

2019년 공시취업률 2019년 공시취업률 2019년 공시취업률 77.3%77.3%77.3%

(2018.12.31.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64.2%)

                               

○ 입학상담 

  · TEL : (042)600-1658~65 / FAX : (042)600~1663

  · 입학홈페이지 : https://ipsi.konyang.ac.kr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L층 입학처

※ 202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은 학과 개편, 신설, 정원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항은 반드시 6월 수정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ipsi.konyang.ac.kr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2019 대한민국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2019

종합취업률 1위 대학

교육중심대학 6위 대학

사회책임지수 9위 대학

* 전국 151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학생, 지역사회, 
환경, 공정성, 거버넌스 등 7개 부문에 걸쳐 진행

 한눈으로 보는 건양대학교

2018년 결산 내용

77.3%
(2018.12.31기준)

공시취업률

※ 전국평균 : 64.2%

78.3%
(2014~2018)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6,751,800원
학생1인당 한 학년

평균 등록금

56.3%
장학금 지급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시

3,827,604원
학생 1인당 평균

수혜 장학금

236.9% 교육비 환원률

15,770,823원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형 국책사업 선정 현황 

ACE 2010.6 ~ 2018.2

CK 2014.7 ~ 2019.2

LINC+ 2017.3 ~ 2019.2

PRIM E 2016.5 ~ 2019.2

착한 등록금

○ 2009년 ~ 2011년 3년 연속 등록금 동결

○ 2012년 등록금 5.1% 인하

○ 2013년 ~ 2020년 등록금 동결[※ 연평균 약670만원]

  * 학부(과)별 등록금 현황(2019학년도 기준) 참고 P.40

통 큰 장학제도

○ 전체 수석, 단과대학 수석, 건양엘리트 등록금 

졸업시까지 지급

○ 단과대학 차석 등록금 2년간 지급

○ 수시/정시 학과 수석 합격자 등록금 1년간 지급

○ 최초합격자 전원 장학금 1학기 지급

통학버스 운행

○ 대전, 계룡, 공주, 부여, 세종 매일 무료 운행

   (천안 매일 운행 및 일정액 지원)

○ 서울, 청주, 홍성, 서산, 태안 주말 운행 및 

일정액 지원(논산캠퍼스 출발)

○ 세부사항 : https://www.konyang.ac.kr 확인

https://www.konyang.ac.kr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대학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5년도 의학교육평가인증 ‘6년 인증’(2016.3 ~ 2022.2)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주기 인증평가 5년 인증’

  ○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 신입생 동기유발학기 및 재학생 취⋅창업 동기유발학기 운영

  ○ 철저한 학사관리 – 책임교수제, 수시시험제도, 졸업인증제

  ○ 학생 맞춤형 교양강좌 운영 및 교육

의료보건 계열 취업 및 국가고시 강자

  ○ 의학과 국가고시 2010년 전국수석 배출 

  ○ 간호학과 15회(2001~2, 2005~2006, 2008~2012, 2014~2019)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 작업치료학과 12회(2003~2019)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 (2013년, 2016년, 2018년 전국수석) 

  ○ 안경광학과 8회(2008~2010, 2012~2015) 안경사 국가고시 100% 합격(2010년, 2011년 전국수석) 

  ○ 임상병리학과 6회(2013~2017, 2019)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100% 합격(2008년, 2013년 전국수석)

  ○ 방사선학과 3회(2010~2011, 2018) 방사선사 국가고시 100% 합격

  ○ 치위생학과 5년(2013~2017) 연속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100% 합격(2012년, 2016년 전국수석)

  ○ 물리치료학과 4년(2013~2015, 2019) 연속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

  ○ 응급구조학과 3년(2015~2017) 연속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100% 합격(2018년 전국수석)

다양한 복지 제도

  ○ 신입생 대상 무료 건강검진 – 건양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종합검진 실시

  ○ 도서관 운영 – DVD감상실, 그룹토의실, 영화관, 인터넷카페 등

  ○ 체육시설 운영 – 스쿼시, 배드민턴, 볼링, 탁구, 휘트니스, 재키스피닝 등 전교생 이용 가능

  ○ FUN LAB 운영 – 당구장, 탁구장 등 학교 내 설치 운영

인성관(기숙사) 운영 및 현황

  ○ 논산 5개동(1,450여명), 대전 3개동(1,300여명)

  ○ 신입생 희망자의 경우 우선 선발

  ○ 학사 내 : 헬스장, 열람실, 인터넷카페, 휴게실, 편의점(일부), 공용 세탁실, 공용 냉장고 등

  ○ 호실 내 : 개인 침대, 책상, 수납장, 신발장, 인터넷, 공유기 등

   ※ 세부사항 기숙사 홈페이지 참고(https://insung.konyang.ac.kr)

https://insung.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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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College of Medicine 

의학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인증 “최우수(6년) 인증” 

의과대학 교육의 질과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의학교육평가 인증에서 2회 연속 최우수 인증[2010년 최우수(5년), 

2015년 최우수(6년)]을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현재 건양대학교병원 본관 앞에 연면적 94,401㎡로 지상 9층, 지하 4층, 432병상 규모의 제2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병원은 중부권 최고의 의료서비스와 교육환경을 위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수련과 교수로서 활동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 할 것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건양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

의료원 등 

간호대학
College of Nursing 
간호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18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 및 

인정하는 제도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7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최적의 교육인프라 환경제공 

간호대학이 있는 건양대학교 대전메디컬캠퍼스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의료공과대학이 있는 메디컬 

특성화로 이루어진 캠퍼스입니다. 건양대학교병원은 건양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 간호학과 3,4학년 임상실습기관

으로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취업분야 

-임상분야 :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진출 등 전문간호사 활동 

-지역사회분야 : 산업간호사, 항공간호사, 법의간호사, 의료통역사, 국제보건간호사 

-공공기관분야 : 보건복지부, 보건소, 심사평가원, 연구원, 간호장교, 공공기관 건강관리자

-교육 및 연구분야 : 보건교사, 대학교수

취업기관 

-서울경기권 :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서울성모

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병원,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병원(서울,부천), 국립암센터 등 

-충청권 :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천

안), 전남대병원

-해외 취업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의과학대학
College of Medical Science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

적 활동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

고 능동적으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전문분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보건

소, 치매안심센터, 아동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건강

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해외진학 및 취업, 뇌과학 및 

기초과학연구소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학과는 국민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보건의료 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의료ㆍ정책분야, 의료경영 및 

의료정보 분야의 전문지식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의료기관, 보건의료 공공기관, 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보험심사평가사)

안경광학과

국민의 안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눈에 대한 의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굴절 및 안기능 검사, 콘택트렌즈와 안

경 처방 및 조제에 대한 능력을 갖춘 안보건 의료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종합병원 및 안과병원, 다국적 안광학산업체, 국책연

구원, 대학교, 보건직공무원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

검사의학의 한 분야로 졸업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임

상병리사가 될 수 있으며 웰빙시대에 보람과 긍지를 가

질 수 있는 전망있고 희소가치가 큰 전문직업인을 양성

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특수검사

실, 대학 및 국가지정 연구소, 제약회사의 연구원, 보건

직공무원 

방사선학과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용한 의료영

상진단 및 치료, 암치료, 핵의학검사 및 치료 등 의료

방사선분야의 전문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

성하며, 또한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영상기기의 연구

개발 등 방사선 산업분야를 선도할 핵심 방사선전문가

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방사선 관련 산업체, 

보건직 공무원 

치위생학과

구강병 예방처치, 치과 진료 협조, 치과중간관리, 구강

보건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직무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를 양성하며, 국내외 현장임상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치과대학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소, 요양병원, 군무원, 부

사관, 기업 및 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공공기관  

물리치료학과

질병, 사고, 혹은 선천적인 질환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운동치료나 물리

적인 요소들(물, 광선, 전기, 열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활을 도모하는 물리치료사를 양성

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국립병원, 시립병원(공무

원), 군병원(군무원), 스포츠 물리치료, 산업체 근골격예방센

터, 노인 물리치료, 아동 물리치료, 심리운동재활센터 등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학

문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대형사고로 인하여 응급의

료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면서 응급구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전문적인 응

급구조 지식과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양

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안전요원, 해양경찰청특채 및 해

양관련기관, 국내외 기업체 및 보건안전 교육 



의료공과대학
College of Medical Engineering

의공학부

의공학 분야는 전자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의 고

부가 가치 첨단의료장비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분야이

며, 임상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을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전자의료기기에 의료영상장비, 생체계측장비 

등이 있고,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정밀의료분야를 배울 수 있는 학부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식약처, 국내 의료기기 개발업체, 글로벌 의료기기 회

사, RA(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 등 

의료IT공학과

의료IT공학과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컴퓨

터 소프트웨어를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학과로서 스마트

헬스 케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의료정보 및 의

료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

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갖

춘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헬스케어분야 기업, IT솔루션 개발업체, 전자산업분야, 

병원, 보건 관련 정부 기관 등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초고령화 사회와 의료복지산업의 증가에 대응하여 병원 

건축, 의료복지시설, 실버타운 등 치유공간의 특성을 파

악하고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의료공간 전문 인재를 양성

하는 학과입니다. 이들 의료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설계 능력과 시공유지관리능력을 갖춘 융합형 의료공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병원 시설관리팀, 병원 기획홍보디자인팀, 건축설계회사, 

감리회사, 친환경컨설팅회사, 건설회사, 실내디자인회사, 

의료서비스디자인회사, 환경디자인회사, 건축직공무원 

제약생명공학과

제약,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및 농약 관련 산업체 등에

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마케

팅, 신물질 개발 및 특허 분야의 우수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식품회사, 제약회사, 바이오 관련 회사, 화장품회사

의료신소재학과

의료신소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에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조직공학, 세포생물학, 줄기세

포 등의 바이오기술과 고분자, 세라믹, 금속재료 등의 

신소재기술을 융복합시켜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생체재료회사, 의료기기회사, 화학회사, 바이오회사, 제

약회사 



PRIME창의융합대학
PRIME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글로벌프론티어학과

글로벌프론티어학과는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과 세계의 다국적 기업에서 글로벌 시장 개발, 

글로벌 마케팅 및 다양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갈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해

외자매대학 및 교육협력기업과 연계교육 및 현장

실습을 통해 글로벌 기업 및 해외 취업으로 성과

를 내고있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분야(경영, 마케팅, 영

업 등), 국제협력 분야(국제협력, 국제관계, 국제기

구, 컨벤션 등) 및 해외 현지 취업 등 

융합디자인학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통합적 디자인 기획능력, 창의

적 디자인 구현능력을 지닌 사회수요 기반의 창의

융합형 디자이너를 양성하며 디자인 현장 여러 분

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프로젝트 해결방식

의 교육과정과 기업연계 트랙 과정, 자기 주도적인 

토론식 팀수업 과정을 통해 미래 디자인 산업을 

주도할 창의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

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제품디자인, UX, UI 디자인 및 브랜드 디자인, 그

래픽 디자인, 디자인 컨설팅 

임상의약학과

임상의약학과는 정부가 차세대 전략산업인 의약산업

의 핵심가치 창출과정으로서 신약연구개발과 그 중

요단계인 [임상 연구]에 주목하여 수립한 [세계 5대 

임상시험 국가진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개발관련 지식역량과 임상연구 수행관련 실

무역량을 갖춘 임상연구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개설된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임상시험매니저, 임상시험코

디네이터, 임상시험데이터관리자, 임상연구기관, 

제약회사, 병원 임상시험센터, 바이오기업 및 국가

기관(식약처) 

의약바이오학과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등의 연구, 개

발, 기획, 제조관련 업무, 분석관련 업무, 효력/안

전성(독성)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관련업무 및 

IND(임상시험)승인을 위한 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

고 있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신약 연구개발 분야, 비임상 분야, 합성 및 바이오 

제조 분야, 신약 인허가 분야 전문가, 국공립연구

소, 제약회사 연구소, 계약연구기관, 바이오벤처 

등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전국 최초의 글로벌 중심 메디컬 뷰티 학과로 

[K-BEAUTY 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

하여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글로벌디자인 컨텐츠, 

글로벌코스메톨로지, 메디컬 트리콜로지, 글로벌의

료뷰티 컨텐츠, 임상뷰티관리, 성형학개론, 국제매

너 등 글로벌 역량 향상 및 의료뷰티 전문가를 위

한 특성화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화장품 회사 교육강사, 화장품 브랜드 마케터, 헤

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두피 교육강사, 에

스테틱, 스파, 피부과, 성형외과 

기업소프트웨어학부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전공 기본 지식과 

더불어 기업용 ERP 소프트웨어 글로벌 1위 기업 

SAP(독일 본사)와 건양대학교가 손을 잡고 전문 인

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한 국내 

유일의 학부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SAP ERP 모듈 개발자, SAP ABAP 개발자, SAP 

소프트 웨어 전문가(2년 경력 수준) 

국내 대학 최초 독일 IF디자인 어워드 골드 수상



재난안전소방학과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소방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재난안전소방 전문가, 소방간

부후보생,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술사, 재난안

전 관리사, BIM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

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소방공무원, 소방관련업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제조), 국공립연구소, 공기업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 

사이버보안공학과

창의적 문제해결, 의사소통능력, 글로벌능력 

등의 기본 역량과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전문역량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해당 기업들과 함께 교육

하고 졸업이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약

학과] 형태로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대기업 및 공공기관 보안담당자, 사이버수사대, 보

안업체 등 

융합기계공학과

융합기계공학과에서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각

종 첨단기계에 대한 원리와 실생활 적용을 위

한 전문지식, 정보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교육

으로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융합기계공학과는 매년 높

은 취업률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취업분야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의료기기, 나노기

기, 반도체, 정밀기계 등 전통적인 공학분야 

뿐 아니라 화학, 생물, 전자, 정보통신, 건설엔

지니어링 분야의 설계, 생산, 구매관리 등 매

우 다양한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설계 및 역설계 전문가, 3D CAD 전문가, 3D 

프린팅 숙련자, 3D 솔루션 활용 전문가  

융합IT학과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산업 전반 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 개발,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설계·운영, 

프로젝트 관리 및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 

등을 확보하여 IT기술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현

재와 미래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소프

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또한, 창조적 진

화를 지속하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시스템

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

능 등의 지식과 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모바일 기기용 앱, 인터넷 기반

의 웹서비스, 임베디드 프로그램 등), 시스템 설

계 및 개발(사물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시스템, 

센서 및 기기 제어 등), 컨설팅(정보기술이나 기

술 전략의 수립,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등) 



재활복지교육대학
College of Rehabilitation, Welfare & Education

심리상담치료학과

- 전국 최초로 개설된 ‘심리상담치료학과’

- 심리상담 및 매체를 활용한 치료(예술, 놀

이, 사이버)에 대한 실습 특화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매년 대학원 진학률 20~30%, 취업률 60 ~

70%, 법무부(교정 상담사), 정부기관, 상담센

터, 교육청/학교, 병원/복지관 

초등특수교육과

- 입학정원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초등특수

교사 임용시험 합격률

- 2020년도 임용시험 합격 36명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국·공·사립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

사, 특수교육 관련 연구소 및 대학의 전문직, 

장애인복지관 교사 등

아동보육학과

- PBL & Action Learning 수업 도입과 실천 

- 3개의 어린이집(계룡상록, 윤빛, 연무행복)

과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

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 

-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 달성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어린이집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유치원교

사(정원의 10%) 공공기관/연구원/기업체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중등특수교육과

- 졸업과 동시에 특수학교(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복수 전공 가능 

- 공립학교 특수교사임용시험의 높은 합격률 

- 특수교육 확대 정책으로 교사 수요 증가 예상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국·공사립 특수학교 및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

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소, 

장애인복지관, 발달 장애아동교육센터 교사 등 

유아교육과

- 사범계열 학과로 졸업과 동시에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과의 연계를 통한 현

장 적합형 교육 과정 운영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사회복지학과

-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수준이 질적, 양적 측면

에서 급속도로 성장

-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부 공단·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복지사 



디지털콘텐츠전공

- 방송영상, 공연기획, 광고홍보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배워 멀티플레이형 전문가로 취업

- 현장실무자 공동강의, 현장학기제, 선배 취

업멘토링 등 취업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신감 강화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방송영상제작 회사(PD, 작가, 촬영/편집자),

공연기획제작 회사(연출가, 기획자, 배우/무대스탭) 

시각디자인전공

- 개인실습 및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국제 및 

전국공모전을 지도 

- 국내 및 해외 기업체에서 인턴십 등 현장 맞

춤형 교육을 시행 

- 시각디자인전공 졸업생 100% 전원이 국제 

및 전국 디자인 공모전 입상 기록을 보유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기업체 홍보실, 광고대행사, C.I / B.I 회사, 

출판편집 디자인   

스포츠의학과

- 국내 최초 및 유일의 보건계열 스포츠의학과 

- 건양대학교 병원과 연계 수업 및 의대교수의 

강의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트레이너, 일반건강 운동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 재활트레이닝과 퍼스널트레이닝의 2개 영역

으로 교육과정의 심층적 운영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퍼스널트레이너, 경기트레이너, 재활운동트레이

너,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글로벌경영대학
College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경영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과 협업능력을 함양시켜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학의 기본교과 교육을 
토대로 인사/조직, 생산/물류/유통, 마케팅, 회계/재무, 
국제경영,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자
격증취득 및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적응 능력을 갖춘 전
문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무역회사, 물류 및 유
통회사, 서비스기업, 사회적 기업 및 창업 또는 대학원 진학

마케팅비즈니스학과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스마트화, 경쟁 심화로 

마케팅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는 현대 환경에 

맞게 “실무형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현장 실습 위주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수요에 특성화 된 마케팅비즈니스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광고 홍보 전문가, 영

업 관리 전문가 

금융학과
금융학과는 세계화와 변화의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과 당당한 지성을 갖춘 
금융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
하고, 선진화된 금융이론과 현장연수 교육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 공공기관 등에
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과
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은행, 증권, 보험, 기업 및 연구소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는 21세기 관광산업을 주

도할 관광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관광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향상

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체 인턴십 프로

그램을 강화하였으며 해외자매대학과의 3+1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한국관광공사, 항공사, 여행사, 호텔, 리조트, 웨딩 

세무학과
세무학과는 교양과목과 인접 학문(회계학, 경
영학, 경제학, 법학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세법，세무회계 및 세무실무 등의 과목을 중
점적으로 교육하여 ２1C를 준비하는 세무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과입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세무사(CTA), 공인회계사(CPA), 세무직공무원
(9급 및 7급), 금융기관(제1 금융권 및 제2 금
융권) 및 상장기업체 



군사경찰대학
College of Military Science & Police Administration

국방경찰행정학부

국방, 경찰, 행정 분야가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학부로 경찰공무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국방공무원 등 다양한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능력을 교육하며 공직 진출 

시 자기계발을 위한 역량을 갖춘 공공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일반직, 검찰사무직, 

교정직 등)

- 경찰공무원(경찰간부후보생)

- 국방공무원(군무원, 장교, 부사관)

- 공사, 공단, 대기업 등

군사학과

군사학과는 정예 육군장교를 배출하는 학과입

니다. 

2011년도 육군본부와 학군협력을 통하여 충남

지역에 유일하게 개설되었으며, 군사학과 내에 

군사학 석·박사 과정과 군사과학연구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지역에 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사학

과(계약)를 운영하는 등 국가와 사회의 공공인

재를 양성하고 있는 명품 군사학과로 발전하

고 있습니다. 

주요취업분야 및 회사

- 육군 소위 임관 : 남·여학생 전원 (ROTC, 학사장교)

- 군 장기복무 또는 6-7년 후 군무원 특채, 사회 

진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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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수시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전형[교과] 867 · 학생부 교과 100%

지역인재전형[교과]
[※ 의학과는 면접]

189

◎ 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 학생부 교과 100%

◎ 의학과 전형방법
·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5배수 선발)
· 2단계 : 1단계 80%+면접 20%

의
학
과

일반학생전형[최저] 14 ·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 2단계 : 1단계 80%+면접 20%

  ◎ 면접대상자 선발

  - 일반학생전형[최저] / 지역인재전형[최저] : 3배수 

  - 농어촌학생전형 : 5배수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지역인재전형[최저] 15

농어촌학생전형 2

군사학전형 32

·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4배수)

· 2단계 : 1단계 70%+체력검정 10%+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농어촌학생전형
[※ 의학과 제외]

66

· 학생부 교과 1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

10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16

특수교육대상자전형 2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전형 337
· 1단계 : 학생부종합(교과/비교과)100%(3배수)       
· 2단계 : 1단계 60%+면접 40%

실기
/

실적
위주

특기자전형 30
· 1단계 : 특기실적 100%(4배수)
· 2단계 : 1단계 60%+면접 40%

창업특기자전형 5

일반학생전형[실기] 35 · 학생부 교과 40%+전공실기 60%

 2021학년도 수시 전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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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메디컬캠퍼스]

 전형별 모집인원

※ 본교 수시모집에서 전형별 복수지원 가능 (아래사항 반드시 확인)

 - 전형별 지원은 1개만 가능

 - 복수지원 가능 : 일반학생전형[교과], 일반학생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교과], 지역인재전형[최저], 
정원외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 군사학전형 2차평가일과 일반학생전형[실기] 전공실기고사일은 중복되므로 복수지원 불가

 - 특기자전형과 창업특기자전형 면접고사일은 중복되므로 복수지원 불가

 - 의학과는 전체전형에서 1개 전형만 지원 가능

   ※ 일반학생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면접], 농어촌학생전형 중 1개 선택지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계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교과 종합 실기/실적위주 학생부교과

일반
학생
[교과]

일반
학생
[최저]

지역
인재
[교과]

지역
인재
[최저]

군
사
학

학생
부

종합

특
기
자

창업
특기
자

일반
학생
[실기]

농
어
촌

기초
생활
수급
자

특성
화고
교졸
업자

특수
교육

의과
대학 의학과 36

14
[면접] 
(3배수)

5
[면접] 
(5배수)

15
[면접] 
(3배수)

2
[면접] 
(5배수)

간호
대학 간호학과 153 66 55 30 2

의과학
대학

작업치료학과 36 22 12 2

병원경영학과 37 17 11 7 2

안경광학과 38 23 12 3

임상병리학과 51 21 16 10 3 1

방사선학과 38 23 12 3

치위생학과 46 33 10 3

물리치료학과 34 22 12

응급구조학과 39 20 15 4

의료
공과
대학

의공학부 60 45 15

의료IT공학과 44 25 10 5 2 1 1

의료공간디자인학과 45 15 10 20

제약생명공학과 65 25 10 25 5

의료신소재학과 29 13 14 2

합 계 751 370 14 117 15 199 5 28 2 1

· 간호학과는 교직 설치 학과로 교직과목 이수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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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창의융합캠퍼스]

단과
대학 모집단위 계

정원내 정원외

학생부교과 종합 실기/실적위주 학생부교과

일반
학생
[교과]

일반
학생
[최저]

지역
인재
[교과]

지역
인재
[최저]

군
사
학

학생
부

종합

특
기
자

창업
특기
자

일반
학생
[실기]

농
어
촌

기초
생활
수급
자

특성
화고
교졸
업자

특수
교육

PRIME
창의
융합
대학

글로벌프론티어학과 22 12 3 5 2

융합디자인학과 22 15 5 2

임상의약학과 22 15 5 1 1

의약바이오학과 20 20

글로벌의료뷰티학과 42 8 9 8 15 1 1

기업소프트웨어학부 41 41

재난안전소방학과 32 23 7 2

사이버보안공학과 44 25 5 10 2 2

융합기계공학과 53 45 5 2 1

융합IT학과 31 25 3 1 2

재활
복지
교육
대학

심리상담치료학과 48 10 10 20 3 3 2

아동보육학과 37 10 20 5 2

유아교육과 22 14 6 2

초등특수교육과 32 15 15 1 1

중등특수교육과 22 13 7 1 1

사회복지학과 42 22 8 10 2

디지털콘텐츠전공 27 15 5 5 2

시각디자인전공 21 20 1

스포츠의학과 30 20 10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35 35

글로벌
경영
대학

글로벌경영학과 29 21 5 2 1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9 12 5 1 1

글로벌호텔관광학과 31 17 5 5 2 2

금융학과 24 15 5 2 2

세무학과 28 26 2

군사
경찰
대학

국방경찰행정학부 61 38 10 7 4 2

군사학과 32
27(남)

5(여)

합 계 869 497 72 32 138 30 35 40 8 15 2

·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 아동보육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는 교직 설치 학과로 교직과목 이수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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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형 일 정

구 분 기 간(일 시) 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2020.9.23(수)~28(월) 19:00까지 ž인터넷접수(진학사)

현장접수[하루만 운영] 2020.9.28(월) 09:00~18:00까지
ž대전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L층 입학처

서류제출 등기우편 발송 2020.9.23(수)~10.8(목) 18:00까지 ž세부사항 27p 참조 필수

1단계 
합격자
발표

군사학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0.10.8(목) 16:00

ž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https://ipsi.konyang.ac.kr)
 ※ 개별 통보 없음

ž 특기자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ž 창업특기자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ž 지역인재전형[교과] : 의학과 
면접대상자 발표

2020.10.30(금) 16:00

학생부종합전형 면접대상자 발표 2020.11.11(수) 16:00

의학과 면접대상자 발표
일반학생[최저], 지역인재[최저], 농어촌

2020.12.24(목) 16:00

면접고사

ž 특기자전형
ž 창업특기자전형
ž 지역인재전형[교과] : 의학과

2020.11.7(토) ž대전 메디컬캠퍼스
ž논산 창의융합캠퍼스

※ 면접은 대상자에 따라 오전, 
오후 분할 시행

※ 면접시간은 추후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학생부종합전형 2020.11.21(토)

의학과
일반학생[최저], 지역인재[최저], 농어촌

2020.12.25(금)

군사학전형 
2차 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2020.10.26(월)~28(수) ž논산 창의융합캠퍼스

전공실기
고사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전공실기고사

2020.10.28(수)
ž논산 창의융합캠퍼스
※ 일반학생전형[실기]만 해당

최종
합격자
발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모집단위 2020.11.25(수) 16:00 
ž입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https://ipsi.konyang.ac.kr)
 ※ 개별 통보 없음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의학과(지역[교과] 제외), 군사학과]

2020.12.27(일) 16:00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 2020.12.28(월)~30(수) 16:00까지 ž예치금 납부

충원합격 통보 및 등록 기간
2020.12.31(목)~2021.1.5(화) 16:00까지
※ 충원통보마감은 1.4(월) 21시까지,  

1.5(화)는 등록만 가능

ž충원합격 통보는 지원 학과
에서 유선으로 통보 

최종 등록금 납부 2021.2.8(월)~2.10(수) ž농협 및 하나은행 전국지점

http://ipsi.konyang.ac.kr
http://ipsi.konyang.ac.kr


 

1. 인터넷/방문 접수 안내
  가. 인터넷 접수 

   - 접수 Site : 진학사

   - 접수 기간 : 2020. 9. 23(수) ~ 28(월) 19:00까지

   - 접수 가능 전형 : 모든 전형

  나. 방문 접수

   - 접수처 : 건양대학교 대전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L층 입학처

   - 접수일 : 2020. 9. 28(월) 09:00 ~ 18:00까지 [하루만 진행]

   - 접수 가능 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제외)

      

 2. 원서접수 유의 사항
  가. 본교 수시모집은 전형별 중복지원 가능 (※ 2p 중복지원 가능범위 반드시 확인) 

    - 동일전형 내에서는 학과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군사학전형 2차평가일과 일반학생전형[실기] 전공실기고사일은 중복으로 복수지원 불가

    - 특기자전형과 창업특기자전형 면접고사일은 중복되어 복수지원 불가

    - 의학과는 1개 전형만 지원 가능(일반학생[최저], 지역인재[최저], 지역인재[교과], 농어촌)

     ※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형료 결제 시간 순으로 접수 취소

  나.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전형 변경 절대 불가

      

 
 1. 충원합격(추가합격자)발표 및 등록기간 : 2020. 12. 31(목) ~ 2021. 1. 5(화) 16:00까지

                                         [※ 충원합격 통보 마감은 1. 4(월) 21:00까지]

 2. 발표 방법 : 지원 학과에서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2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에게 기회 부여

 3. 등록 방법 : 합격자 조회 후 고지서 출력 → 예치금 납부(은행) → 등록확인(입학홈페이지)
                            (입학홈페이지)

 4. 수시전형 등록기간 이후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정시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원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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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원합격 발표 및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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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세부 사항

1  [학생부교과전형] - 일반학생전형[교과]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간호학과 66 의료신소재학과 13 유아교육과 14

작업치료학과 22 글로벌프론티어학과 12 초등특수교육과 15

병원경영학과 17 융합디자인학과 15 중등특수교육과 13

안경광학과 23 임상의약학과 15 사회복지학과 22

임상병리학과 21 의약바이오학과 20 디지털콘텐츠전공 15

방사선학과 23 글로벌의료뷰티학과 8 시각디자인전공 20

치위생학과 33 기업소프트웨어학부 41 스포츠의학과 20

물리치료학과 22 재난안전소방학과 23 글로벌경영학과 21

응급구조학과 20 사이버보안공학과 25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2

의공학부 45 융합기계공학과 45 글로벌호텔관광학과 17

의료IT공학과 25 융합IT학과 25 금융학과 15

의료공간디자인학과 15 심리상담치료학과 10 세무학과 26

제약생명공학과 25 아동보육학과 10 국방경찰행정학부 38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100%(1,000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없음 (※ 27p 참조)

전형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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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부교과전형] - 지역인재전형[교과] 

지원자격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예정)한 자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의학과(면접) 5 의료공간디자인학과 10 심리상담치료학과 10
간호학과 55 제약생명공학과 10 아동보육학과 20
병원경영학과 11 글로벌의료뷰티학과 9 사회복지학과 8
임상병리학과 16 사이버보안공학과 5 디지털콘텐츠전공 5
의료IT공학과 10 융합기계공학과 5 국방경찰행정학부 10

전형방법

◼전체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 학생부 교과 100%

◼의학과
 ▸1단계 [학생부교과 100%] (5배수)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 실질반영비율 : 1단계 61.5% + 면접 38.5%]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없음 (※ 27p 참조)

전형일정
·의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0.30(금) 16:00
·의학과 면접고사 : 2020.11.7(토)
·지역인재전형[교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3  [학생부교과전형] - 일반학생전형[최저] / 지역인재전형[최저]

지원자격 
일반[최저]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지역[최저]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예정)한 자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학생전형[최저] 의학과 14 지역인재전형[최저] 의학과 15

전형방법
◾1단계 [학생부교과 100%] (3배수)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 실질반영비율 : 1단계 61.5% + 면접 38.5%]

수능최저
학력기준

전형명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일반[최저] 의학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과목 선택 합 3등급

지역[최저] 의학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과목 선택 합 4등급

※ 과탐 2과목 평균 산출시 소수점 이하 절사

제출서류 없음 (※ 27p 참조)

전형일정
·의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2.24(목) 16:00
·의학과 면접고사 : 2020.12.25(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7(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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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부교과전형] - 군사학전형 

지원자격 

■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7751호)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예정)한 자(※ 한국사 응시 필수)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시 지원불가)

※ 군 인사법 제10조의 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또는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모집인원 군사학과 32명[남 27명, 여 5명]

전형방법

1단계(대학)
[모집인원 400% 선발]

2단계 (육군본부 평가)
[모집인원 100% 선발] 3단계(대학)

학생부 교과 1단계 
성적

체력
검정

면접
평가

신체
검사

인성
검사

신원
조회 최종발표

100%
(700점)

70%
(700점)

10%
(100점)

20%
(200점)

합·불 적·부
20.12.27.(일)

16:00

▶ 2단계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성적 27.2% + 체력검정 24.3% + 면접 48.5%

수능최저
학력기준

국어, 수학, 영어 합 15등급 [수학(가) 반영 시 -1등급]

제출서류 없음 (※ 27p 참조) / 추후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발생(※ 합격자 안내문 필독)

전형일정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0.8(목) 16:00

·2차 평가 : 2020.10.26(월)~28(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7(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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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평가 항목

  ▶인성검사 : 인성검사(MMPI-RF, 50분) 실시 (※ 검사결과는 면접평가에 반영하여 합격/불합격 판정)

  ▶신체검사 :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에 의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불합격 판정

    ※ 재검은 1회만 가능, 재검자는 재검 요구 일자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재검 불응시 불합격 처리

  

구분
질병․심신장애

신체등위
신장․체중
신체등위

비고

합격기준 3급 이내 2급 이내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자는 심의 위원회 심의 후 합·불 판정   

   ※ 신체검사 기준표 참조

신 체 등 위 ( 신 장 ․ 체 중 )  기 준 표

  단위 : BMI (kg/m2)

구분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남자

161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여자

155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55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 BMI계산법 : 체중(Kg) / [신장(m) × 신장(m)]
   ※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체력검정 : 각 종목을 측정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며, 종목별 등급의 취득점수를 최종선발에 반영

  가) 장소 : 해당대학 및 학군단

  나) 체력검정관 편성

    

육군통제관

1.5Km달리기

평가관 전원

윗몸일으키기

평가관 1명,
지원 인원 6~8명

팔굽혀펴기

평가관 1명,
지원 인원 6~8명

* 종목별 평가관은 육군 통제관이 실시

* 의료진에 의한 건강점검(혈압측정 등) / 문진표 작성 측정 후 시행(응급차량 대기)



 
 다) 육군통제관(중령) 책임하 체력검정 평가

 라) 종목(3개)은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실시

     * 1.5Km 달리기는 트랙을 이용하여 평가

 마) 판정기준은 점수제를 적용

 바) 평가는 종목별 1회만 실시하고 등외 종목은 해당 종목만 0점 처리(포기시 불합격처리)

     * 평가 종목별 순서는 평가일 기상을 고려하여 결정

  사) 체력검정 등급 및 배점표

      (1) 평가기준 / 배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등외

1.5Km 달리기 50 49 48 47 46 45 44 43 42 0

윗몸일으키기 30 29.4 28.8 28.2 27.6 27 26.4 25.8 25.2 24.6 0

팔굽혀펴기 20 19.6 19.2 18.8 18.4 18 17.6 17.2 16.8 16.4 0

     (2) 종목별, 연령별 등급 기준

종  목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등외

1.5km

달리기
만25세 이하

남 6'08ʺ
이하

6'18ʺ
이하

6'28ʺ
이하

6'38ʺ
이하

6'48ʺ
이하

6'58ʺ
이하

7'08ʺ
이하

7'18ʺ
이하

7'28ʺ
이하

7'29ʺ이상
등외

여 7'39ʺ
이하

7'49ʺ
이하

7'59ʺ
이하

8'09ʺ
이하

8'19ʺ
이하

8'29ʺ
이하

8'39ʺ
이하

8'49ʺ
이하

8'59ʺ
이내

9'00ʺ이상
등외

윗 몸

일으키기

(2분)

만25세 이하

남 86회
이상

82회
이상

78회
이상

74회
이상

70회
이상

66회
이상

62회
이상

58회
이상

54회
이상

34회
이상

34회
미만

여 71회
이상

67회
이상

63회
이상

59회
이상

55회
이상

51회
이상

47회
이상

43회
이상

39회
이상

29회
이상

29회
미만

팔굽혀

펴 기

(2분)

만25세 이하

남 72회
이상

68회
이상

64회
이상

60회
이상

56회
이상

52회
이상

48회
이상

44회
이상

40회
이상

25회
이상

25회
미만

여 35회
이상

33회
이상

31회
이상

29회
이상

27회
이상

25회
이상

23회
이상

21회
이상

19회
이상

16회
이상

16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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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 : 육군 면접위원 5명 + 학교 관계관 1명

  

구분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종합판정실

평가내용 외적자세/품성평가
내적역량

(국가관, 리더십 등)
인성평가 종합판정

면접위원
2

(전문면접위원 1, 
학교관계관 1)

2
(전문면접위원 2)

2
(전문면접위원 2)

위원장 : 3면접 위원장
위원 : 1~3면접위원 전원   

   ※ 면접장은 5개실로 구성(1-3 면접장, 종합 판정실, 수험생 대기실)

   ※ 면접 참고자료(지원 서류 일체)는 면접관에게 사전 검토 가능토록 제공

   ※ 보조요원 지원 : 6명(군사학과 학생)

                              
  ▶신원조회 : 장교 임관 적격여부 판단
    가) 제출기간 : 2020. 10. 8(목) ~ 15(목) (기간내 미제출시 불합격으로 처리)
 
    나) 지원 방법 : 인터넷으로 지원자가 직접 지원 / 입력(신원조사 전산화시스템)
       * 주소 : 인터넷 주소창에 ‘Psi.dssc.mil.kr’입력 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접속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접속(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 클릭)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개인인증 
⇨ 장교지원과정 선택 ⇨ 군사학과 선발 과정 선택 ⇨ 서류 작성 / 제출

         

• 확인사항(6가지) : 신원진술서(A), 자기소개서, 개인신용정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시스템에서 직접작성 : 신원진술서(A),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진 파일첨부(jpg) : 개인신용정보서, 기본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2)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과정 및 제출일자 등 확인 
        * 제출서류 오류 발생시 개인핸드폰으로 문자 발송 / 서류 추가 보완 후 다시 제출해야 처리가능

○ 2차 평가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다.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개인 신원확인 불가자) 응시 불가]

 - 신체검사 시작 12시간 이전에 공복상태 유지한다(오전 : 전일 20:00, 오후 : 당일 00:00 이후).

 - 미공복, 음주,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검사 오류 및 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 있다.

 - 신체검사를 위한 간편한 복장을 착용한다.

 -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로만 이동한다.

   [상용 정보통신장비(PDA, DMB, 디지털카메라, MP3, USB 등)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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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부교과전형] -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예정)하고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가 모두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예정) 및 거주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하고 본인이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 자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①읍/면 지역이 동(洞)으로 변경 또는 ②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단, 동(洞)으로 개편 또는 도서/벽지 해제 

된 행정구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휴학, 자퇴, 해외연수, 교환학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 도서·벽지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령 제904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입학홈페이지

(http://ipsi.konyang.ac.kr) 공지사항 참고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출신자 제외

 ※ 부모가 사망·이혼한 경우 사망·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의학과 2 글로벌프론티어학과 2 중등특수교육과 1

간호학과 2 임상의약학과 1 사회복지학과 2

작업치료학과 2 글로벌의료뷰티학과 1 디지털콘텐츠전공 2

병원경영학과 2 재난안전소방학과 2 시각디자인전공 1

안경광학과 3 사이버보안공학과 2 글로벌경영학과 2

임상병리학과 3 융합기계공학과 2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

방사선학과 3 융합IT학과 3 글로벌호텔관광학과 2

치위생학과 3 심리상담치료학과 3 금융학과 2

응급구조학과 4 아동보육학과 2 세무학과 2

의료IT공학과 2 유아교육과 2 국방경찰행정학부 4

의료신소재학과 2 초등특수교육과 1

http://ipsi.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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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전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학생부교과 100%(1,000점)

◼의학과

1단계 [모집인원 500% 선발] 2단계 [모집인원 100% 선발]

학생부교과 1단계 성적 면접

100%(800점) 80%(800점) 20%(200점)

  ▸2단계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성적 61.5% + 면접 38.5%

수능최저
학력기준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의학과 ·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합 4등급

전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과탐 2과목 평균 산출시 소수점 이하 절사

제출서류 지원자격 입증서류(※ 27p 참조)

전형일정

◼전 모집단위(의학과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의학과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2.24(목) 16:00
 ·면접고사 : 2020.12.25(금)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7(일) 16:00

6  [학생부교과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수급권자)와 제2호(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임상병리학과 1 융합IT학과 1 국방경찰행정학부 2

의료IT공학과 1 심리상담치료학과 3

임상의약학과 1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1,000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지원 자격 입증서류(※ 27p 참조)

전형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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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부교과전형]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지원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지원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의료IT공학과 1 사이버보안공학과 2 글로벌경영학과 1

융합디자인학과 2 융합기계공학과 1 글로벌호텔관광학과 2

글로벌의료뷰티학과 1 융합IT학과 2 금융학과 2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1,000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없음(※ 27p 참조)

전형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 지원가능 특성화고교 학과

모집단위 동일계 인정 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금속재료과, 디자인과, 섬유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

션과, 영상제작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식물자원과, 조경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콘텐츠개발과, 상업디자인과, 디자인과, 섬유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미용과, 식물자원과, 조경과

의료IT공학과

사이버보안공학과

융합IT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

과, 전자상거래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농산물유통정보과, 전자통신과, 해양정보

과, 통신과, 컴퓨터응융과, 컴퓨터게임과

융합기계공학과
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농업기계과, 전

기과, 전자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금융학과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

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관광과,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관리과, 환

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해양정보과, 조리

과, 해양환경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동일계 학과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15
             2021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

8  [학생부교과전형] -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2항 4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장애인 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초등특수교육과 1 중등특수교육과 1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1,000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지원 자격 입증서류(※ 27p 참조)

전형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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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건양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꿈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모집단위 모집
인원

간호학과 30 의료공간디자인학과 20 초등특수교육과 15

작업치료학과 12 제약생명공학과 25 중등특수교육과 7

병원경영학과 7 의료신소재학과 14 사회복지학과 10

안경광학과 12 글로벌프론티어학과 3 디지털콘텐츠전공 5

임상병리학과 10 임상의약학과 5 스포츠의학과 10

방사선학과 12 글로벌의료뷰티학과 8 글로벌경영학과 5

치위생학과 10 재난안전소방학과 7 마케팅비즈니스학과 5

물리치료학과 12 사이버보안공학과 10 글로벌호텔관광학과 5

응급구조학과 15 심리상담치료학과 20 금융학과 5

의공학부 15 아동보육학과 5 국방경찰행정학부 7

의료IT공학과 5 유아교육과 6

전형방법

1단계 [모집인원 300% 선발] 2단계 [모집인원 100% 선발]

학생부종합(교과, 비교과) 1단계 성적 면접

100%(600점) 60%(600점) 40%(400점)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없음(※ 27p 참조)

전형일정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1.11(수) 16:00

·면접고사 : 2020.11.21(토)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 요소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방법

인성 성실성/ 봉사정신 / 사회성 ·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비교과)를 입학사정관이 정성적 
종합평가

· 비교과 평가 영역은 출결상황,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외에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
으로 평가

기초학업능력 기초수학능력

잠재력
(목표의식)

전공부합도 /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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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기/실적위주전형] - 특기자전형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지원 자격

글로벌
프론티어

학과
5

- 영어 : TOEIC 550점 이상 또는 TOEFL IBT 63점 이상 또는 TEPS 450점 이상 
또는 NEW TEPS 241점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00이상 또는 OPIc IL 이상

- 중국어 : CPT 450점 이상 또는 HSK 4급 180점 이상 또는 BCT 1급 이상
- 일어 : JPT 450점 이상 또는 JLPT N4급 이상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10등급에 준하는 수준
-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분야 : 어학, 기타                         [※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융합
디자인
학과

5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전국규모· 지역규모· 
대학주관· 고교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등 개인 수상 실적 보유자

- 자격증 : 국가공인 디자인 관련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및 GTQ 그래픽 
기술자격(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자격증 취득자 

분야 : 미술, 기타                         [※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글로벌
의료뷰티

학과
15

- 전국(또는 지역)규모 미용기능경기대회 및 미용관련 경진대회 입상자
- 미용관련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취득자
분야 : 미용/의상                         [※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글로벌
호텔관광

학과
5

- 영어 : TOEIC 5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60점 이상 또는 TEPS Speaking 31
점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100점 이상 또는 OPIc IL 이상

- 중국어 : HSK 3급 180점 이상, CPT 350점 이상 또는 BCT 2급 이상
- 일어 : JLPT 3급 이상 또는 JLPT N4급 이상 또는 JPT/NIKKEN/JTRA 500점 이상
분야 : 어학                               [※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형방법

1단계 [모집인원 400% 선발] 2단계 [모집인원 100% 선발]

특기실적 1단계 성적 면접

100%(600점) 60%(600점) 40%(400점)

▶2단계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성적 52.9% + 면접 47.1%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특기실적 제출 자료 및 기준 (※ 27p 참조) [필독 요망]

전형일정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0.30(금) 16:00

·면접고사 : 2020.11.7(토)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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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실적 점수부여 기준

▶ 글로벌프론티어학과

등급 수상실적 및 자격증 점수

1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800점 이상, TOEFL iBT 91점 이상, TEPS 640점 이상, NEW TEPS 350점 이상,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중국어 : HSK 5급 이상 또는 BCT 3급 이상 또는 CPT 600점 이상 
  · 일본어 : JLPT N2급 이상 또는 JPT 600점 이상
  · 불어 : DELF B2   · 독일어 : GZ B2  · 스페인어 : DELE B2  · 러시아어 : TORFL TRKI2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1등급에 준하는 수준
  · 한자관련 공인자격 : 1급 이상  한국어문회 등 국가공인 모두 인정 
 ○전공 관련 
  ·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사 자격 취득자
  ·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검정 1급 취득자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 국제대회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입상
  · 전국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3위 이내
  · 고교 경진대회(경시대회), 공모전 1위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600

2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770점 이상, TOEFL iBT 88점 이상, TEPS 610점 이상, NEW TEPS 332점 이상,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OPIc IM2 이상
  · 중국어 : HSK 4급 250점 이상 또는 CPT 550점 이상 또는 BCT 2급 이상
  · 일본어 : JLPT N3급 또는 JPT 550점 이상
  · 불어 : 해당 사항 없음  · 독일어 : 해당 사항 없음
  · 스페인어 : 해당 사항 없음  · 러시아어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2등급에 준하는 수준
  · 한자관련 공인자격 : 2급 이상 한국어문회 등 국가공인 모두 인정 
 ○전공 관련
  ·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검정 2급 취득자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 전국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입상
  · 광역시, 도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1위
  · 고교 경진대회(경시대회), 공모전 3위 이내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80

3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750점 이상, TOEFL iBT 85점 이상, TEPS 595점 이상, NEW TEPS 323점 이상, TOEIC Speaking , OPIc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HSK 4급 220점 이상 또는 CPT 530점 이상 
  · 일본어 : JLPT N4급 또는 JPT 530점 이상
  · 불어 : DELF B1  · 독일어 : GZ ZERT  · 스페인어 : DELE B1  · 러시아어 : TORFL TRKI1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3등급에 준하는 수준
  · 한자관련 공인자격 :3급 이상  한국어문회 등 국가공인 모두 인정 
 ○전공 관련
  ·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관리사 자격 취득자
  ·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검정 3급 취득자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 광역시, 도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3위 이내
  · 고교 경진대회(경시대회), 공모전 입상자
  · 시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1위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60

4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720점 이상, TOEFL iBT 82점 이상, TEPS 570점 이상, NEW TEPS 308점 이상,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OPIc IM1 이상
  · 중국어 : HSK 4급 200점 이상 또는 CPT 500점 이상 또는 BCT 1급 이상
  · 일본어 : JPT 500점 이상
  · 불어 : 해당 사항 없음   · 독일어 : 해당 사항 없음
  · 스페인어 : 해당 사항 없음   · 러시아어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4등급에 준하는 수준
  · 한자관련 공인자격 : 준3급 이상  한국어문회 등 국가공인 모두 인정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 광역시, 도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입상자
  · 시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3위 이내  
  · 군, 구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1위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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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수상실적 및 자격증 점수

5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700점 이상, TOEFL iBT 79점 이상, TEPS 555점 이상, NEW TEPS 300점 이상, 
          TOEIC Speaking 해당사항 없음, OPIc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HSK 4급 190점 이상 또는 CPT 480점 이상인 자
  · 일본어 :  JPT 480점 이상
  · 불어 : DELF A2  · 독일어 : GZ SD2  · 스페인어 : DELE A2  · 러시아어 : TORFL TBU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5등급에 준하는 수준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 시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입상 
  · 군, 구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3위 이내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20

6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670점 이상, TOEFL iBT 77점 이상, TEPS 535점 이상, NEW TEPS 288점 이상, 
          TOEIC Speaking 해당사항 없음, OPIc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HSK 4급 180점 이상 또는 CPT 450점 이상인 자
  · 일본어 : JPT 450점 이상
  · 불어 : 해당 사항 없음  · 독일어 : 해당 사항 없음
  · 스페인어 : 해당 사항 없음  · 러시아어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6등급에 준하는 수준
■수상실적 :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경영, 경제 관련 / 창의력 관련
  · 군, 구 규모 경진대회(경시대회)나 공모전 입상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00

7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650점 이상, TOEFL iBT 75점 이상, TEPS 520점 이상, NEW TEPS 281점 이상, TOEIC 

Speaking 110점 이상, OPIc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해당사항 없음
  · 일본어 : 해당사항 없음
  · 불어 : 해당 사항 없음  · 독일어 : 해당 사항 없음
  · 스페인어 : 해당 사항 없음  · 러시아어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7등급에 준하는 수준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80

8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 TOEIC 600점 이상, TOEFL iBT 68점 이상, TEPS 480점 이상, NEW TEPS 257점 이상, TOEIC 

Speaking 해당사항 없음, OPIc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해당사항 없음
  · 일본어 : 해당사항 없음
  · 불어 : DELF A1  · 독일어 : GZ SD1  · 스페인어 : DELE A1  · 러시아어 : TORFL TEU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8등급에 준하는 수준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60

9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TOEIC 570점 이상, TOEFL iBT 65점 이상, TEPS 465점 이상, NEW TEPS 249점 이상, TOEIC Speaking 

해당사항 없음,  
         OPIc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해당사항 없음
  · 일본어 : 해당사항 없음
  · 불어 : 해당 사항 없음  · 독일어 : 해당 사항 없음
  · 스페인어 : 해당 사항 없음  · 러시아어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9등급에 준하는 수준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40

10

■자격증
 ○언어 관련
  · 영어: TOEIC 550점 이상, TOEFL iBT 63점 이상, TEPS 450점 이상, NEW TEPS 241점 이상, TOEIC Speaking 

100 이상인 자, OPIc IL 이상인 자
  · 일본어 : 해당사항 없음
  · 중국어 : 해당사항 없음
  · 불어 : 해당 사항 없음  · 독일어 : 해당 사항 없음
  · 스페인어 : 해당 사항 없음  · 러시아어 :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언어 : 해당 자격증명에 근거하여, 10등급에 준하는 수준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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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디자인학과

등급 수상실적 및 자격증 점수

1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국제규모, 전국규모 또는 4년제 대학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특선이상 개인 입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금, 은, 동, 우수상 개인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금, 은, 동, 우수상 개인 입상자

 ·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3위 이내 개인 입상자

 · 고교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1위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600

■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 발급하는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등 디자인 관련 분야의 기능사 이상 취득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국제규모, 전국규모 또는 4년제 대학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입선이상 개인 입상자

 · 국제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장려상 개인 입상자

 ·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특선이상 개인 입상자

 · 고교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3위 이내 개인 입상자

 · 시 규모 미술, 디자인, 창의력, 아이디어 관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3위 이내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80

■ 자격증

 ○ 전공 관련

  · GTQ(그래픽기술자격)1급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디자인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광역시, 도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입선이상 개인 입상자

 · 지방기능경기대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기능경기대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지원하는 민간  

   기능경기대회) 금, 은, 동, 우수상 개인 입상자

 · 고교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특선이상 개인 입상자

 · 시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특선이상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60

■ 자격증

 ○ 전공 관련

  · GTQ(그래픽기술자격)2급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디자인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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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시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입선이상 개인 입상자

 · 지방기능경기대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기능경기대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지원하는 민간 

기능경기대회) 장려상 개인 입상자

 · 고교주관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입선이상 개인 입상자

 · 군, 구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특선이상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40

■ 자격증

 ○ 전공 관련

  · GTQ(그래픽기술자격)3급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디자인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군, 구 규모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입선이상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20
■ 자격증

 ○ 전공 관련

  · GTQi(일러스트), GTQf(플래시), GTQ ID(인디자인) 등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디자인 관련 민간자격증 1급 

취득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 자격증

 ○ 전공 관련

  · GTQi(일러스트), GTQf(플래시), GTQ ID(인디자인) 등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디자인 관련 민간자격증 2급 

취득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500

7

■ 자격증

전공 관련

 GTQi(일러스트), GTQf(플래시), GTQ ID(인디자인) 등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디자인 관련 민간자격증 3급 취득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80

8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민간 사설 단체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3위 이내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60

9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민간 사설 단체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특선이상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40

10

■ 수상실적 : 디자인 / 미술 ·조형분야 / 창의력 / 아이디어 관련 
 · 민간 사설 단체 실기대회, 공모전, 경진대회(경시대회) 입선이상 개인 입상자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420



22
             2021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

▶ 글로벌의료뷰티학과

등급 수상실적 및 자격증 점수

1 전국기능경기대회(헤어디자인, 피부미용) 2위 이내 입상 또는 미용관련 국가 자격증 3개 이상 600

2 전국기능경기대회(헤어디자인, 피부미용) 3위 이내 입상 또는 미용관련 국가 자격증 2개 이상 580

3 지역기능경기대회(헤어디자인,피부미용) 입상 또는 미용관련 국가 자격증 1개 이상 560

4 전국 규모 미용 경진 대회 1위 입상 또는 전공관련 민간 자격증 6개 이상 540

5 전국 규모 미용 경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전공관련 민간 자격증 5개 이상  520

6 전국 규모 미용 경진 대회 입상 또는 전공관련 민간 자격증 4개 이상 500

7 지역 규모 미용 경진 대회 1위 입상 또는 전공관련 민간 자격증 3개 이상  480

8 지역 규모 미용 경진 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전공관련 민간 자격증 2개 이상 460

9 지역 규모 미용 경진 대회 입상 또는 전공관련 민간 자격증 1개 이상 440

10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 420

※ 전국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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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호텔관광학과

등급 수상실적 및 자격증 점수

1

· HSK 5급 180점 이상, CPT 550점 이상, BCT 4급 이상
· JLPT 1급, JLPT N2 이상 또는 JPT/NIKKEN/JTRA 650점 이상
· 전국규모 외국어경시(능력) 대회 3위 이상
· TOEIC 740점 이상자, TOEFL(iBT) 84점 이상자, TEPS-S 53점 이상자, TOEIC-S 130점 이상자, Opic IH이상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600

2

· HSK 4급 210점 이상, CPT 500점 이상, BCT 3급(263점 이상)
· JLPT 2급, JLPT N3 이상 또는 JPT/NIKKEN/JTRA 600점 이상
· 전국규모 외국어경시(능력)대회 입선 이상
· 공인한자능력시험 준1급 이상
· TOEIC 710점 이상자, TOEFL(iBT) 80점 이상자, TEPS-S 50점 이상자, TOEIC-S 120점 이상자, Opic IM③이상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80

3

· HSK 4급 195점 이상, CPT 480점 이상,  BCT 3급(226점 이상)
· JLPT 3급, JLPT N4 이상 또는 JPT/NIKKEN/JTRA 580점 이상
· 도 단위 외국어경시(능력)대회 3위 이상
· 공인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 TOEIC 680점 이상자, TOEFL(iBT) 78점 이상자, TEPS-S 49점 이상자, Opic IM②이상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60

4

· HSK 4급 180점 이상, CPT 450점 이상, BCT 2급(189점 이상)
· JPT/NIKKEN/JTRA 560점 이상
· 도 단위 외국어경시(능력)대회 입선 이상
· 공인한자능력시험 준2급 이상 
· TOEIC 650점 이상자, TOEFL(iBT) 75점 이상자, TEPS-S 46점 이상자, TOEIC-S 110점 이상자, Opic IM①이상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40

5

· HSK 3급 240점 이상, CPT 430점 이상, BCT 2급(152점 이상)
· JPT/NIKKEN/JTRA 550점 이상
· 교내 외국어경시(능력)대회 3위 이상
· 공인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 TOEIC 620점 이상자, TOEFL(iBT) 71점 이상자, TEPS-S 44점 이상자, Opic IL이상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20

6

· HSK 3급 210점 이상, CPT 410점 이상
· JPT/NIKKEN/JTRA 540점 이상 
· 교내 외국어경시대회 입선 이상
· 공인한자능력시험 준3급 이상
· TOEIC 590점 이상자, TOEFL(iBT) 67점 이상자, TEPS-S 42점 이상자, TOEIC-S 100점 이상자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500

7

· HSK 3급 180점 이상, CPT 390점 이상
· JPT/NIKKEN/JTRA 530점 이상
· 공인한자능력시험 4급 이상
· TOEIC 560점 이상자, TOEFL(iBT) 65점 이상자, TEPS-S 39점 이상자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80

8

· CPT 370점 이상
· JPT/NIKKEN/JTRA 520점 이상
· TOEIC 530점 이상자, TOEFL(iBT) 63점 이상자, TEPS-S 36점 이상자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60

9

· CPT 360점 이상
· JPT/NIKKEN/JTRA 510점 이상
· TOEIC 510점 이상자, TOEFL(iBT) 61점 이상자, TEPS-S 32점 이상자
[※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440

10 ·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자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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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기/실적위주전형] - 창업특기자전형 

지원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이에 관한 
실적 이력이 있는자

모집인원 제약생명공학과 5명

전형방법

1단계 [모집인원 400% 선발] 2단계 [모집인원 100% 선발]

특기실적 1단계 성적 면접

100%(600점) 60%(600점) 40%(400점)

▶2단계 실질반영비율 : 1단계 성적 52.9% + 면접 47.1%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특기실적 제출 자료 및 기준 (※ 27p 참조) [필독 요망]

전형일정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0.10.30(금) 16:00

·면접고사 : 2020.11.7(토)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 제약생명공학과

등급 수상실적 및 자격증 점수

1
· 전국학생과학 전람회 우수상 이상
·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우수상 이상

· 과학 및 발명과 관련된 대회의 장관상 이상
· 특허 등록 1건 이상 600

2
· 전국학생과학 전람회 입상 이상
·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입상 이상
·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입상 이상

· 과학 및 발명과 관련된 대회의 입상 이상
· 특허 출원 3건 이상 580

3 · 시/도 학생과학 전람회 우수상 이상
· 시/도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 시/도 과학탐구대회 우수상 이상
· 특허 출원 2건 이상 560

4 · 시/도 학생과학 전람회 입상 이상
· 시/도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입상 이상

· 시/도 과학탐구대회 입상 이상
· 특허 출원 1건 이상 540

5 · 지자체(시/도 미만) 학생과학 전람회 우수상 이상
· 지자체(시/도 미만)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 지자체(시/도 미만) 과학탐구대회 우수상 이상
· 특허 출원 1건 이상 520

6 · 민긴기관 학생과학 전람회 우수상 이상
· 민간기관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 민간기관 과학탐구대회 우수상 이상
· 실용신안 2건 이상 500

7 · 민긴기관 학생과학 전람회 입상상 이상
· 민간기관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입상 이상

· 민간기관 과학탐구대회 입상 이상
· 실용신안 1건 이상 480

8 · 고교 학생과학 전람회 금상 이상
· 고교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금상 이상

· 고교 과학탐구대회 금상 이상 460

9 · 고교 학생과학 전람회 입상 이상
· 고교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입상 이상

· 고교 과학탐구대회 입상상 이상 440

10 ·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자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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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기/실적위주전형] - 일반학생전형[실기] 

지원 자격 국내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모집인원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 35명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전공실기

40%(400점) 60%(600점)

▶실질반영비율 : 학생부교과 15.1% + 전공실기 84.9%

수능최저
학력기준

없음

제출서류 27p 참조

전형일정
·전공실기고사 : 2020.10.28(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5(수) 16:00

○ 전공실기 평가 항목

구분 점수

평가 영역 성별 단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제자리
멀리뛰기

(2차)

남 cm
280
이상

279
~

275

274
~

270

269
~

265

264
~

260

259
~

255

254
~

250

249
~

245

244
~

240

239
~

235

234
~

230

229
~

225
224
이하

여 cm
230
이상

229
~

225

224
~

220

219
~

215

214
~

210

209
~

205

204
~

200

199
~

195

194
~

190

189
~

185

184
~

180

179
~

175
174
이하

윗몸
일으키기
(60초)

남 회
75

이상
74
~
72

71
~
69

68
~
66

65
~
63

62
~
60

59
~
57

56
~
54

53
~
51

50
~
48

47
~
45

44
~
42

41
이하

여 회
65

이상
64
~
62

61
~
59

58
~
56

55
~
53

52
~
50

49
~
47

46
~
44

43
~
41

40
~
38

37
~
35

34
~
32

31
이하

농구
(30초)

남 개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이하

여 개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왕복달리기
(왕복 2회,
콘돌기)

남 초 14:50
14:51

~
14:80

14:81
~

15:10

15:11
~

15:40

15:41
~

15:70

15:71
~

16:00

16:01
~

16:30

16:31
~

16:60

16:61
~

16:90

16:91
~

17:20

17:21
~

17:50

17:51
~

17:80
17:81
이상

여 초 16:50
16:51

~
16:80

16:81
~

17:10

17:11
~

17:40

17:41
~

17:70

17:71
~

18:00

18:01
~

18:30

18:31
~

18:60

18:61
~

18:90

18:91
~

19:20

19:21
~

19:50

19:51
~

19:80
19:8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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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실기 평가 세부사항[전공실기 평가위원의 1/3이상은 외부위원(타대학 교수) 참여]

평가 영역 평가 세부사항

제자리
멀리뛰기(2차)

· 실시 시기는 2회로 두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져야 되며, 이중 점프는 1회 실격 처리 
· 준비동작 시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거나 출발선을 넘으면 1회 실격처리 
· 착지 후 측정지역 옆으로 나가면 1회 실격처리

윗몸
일으키기
(60초)

· 등을 지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시작신호에 따라 1분간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하여 그 횟수를 기록

· 양팔의 팔꿈치가 무릎에 닿은 후, 등이 지면에 완전히 닿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동작으로 인정하고,  
깍지를 낀 손이 풀리거나 뒷머리에서 손을 떼는 경우, 배치기 또는 발 지지대에서 발이 이탈하면 
반칙으로 간주하여 계수하지 않음

농구
(30초)

· 정해진 출발선(프리드로우 라인)에서 공을 잡아 바운드 없이 골밑으로 향하여 좌, 우로 번갈아 가면서  
슛을 함(Lay-up가능) 

· 실시시기는 1회로 30초 동안 골을 넣은 횟수를 측정하고, 한쪽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좌측, 우측 아무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음

왕복달리기
(왕복 2회, 콘돌기)

· 실시시기는 1회로, 스탠딩 스타트(standing start) 자세에서 출발하며, 2회 부정출발 시 0점 처리
· 방향 전환 시 콘을 넘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턴을 해야 하며 콘이 넘어질 경우 기록에 2초를 추가 
· 피니시까지 총 80M 왕복한 거리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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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안내 

1. 제출 기한 : 2020. 9. 23(수) ~ 10. 8(목) 18:00 [기한내 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달자 처리]

2. 제출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서류제출용 봉투 표지’를 출력한 후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수신처 주소 : (우)3536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 대전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L층 입학처

3. 전형별 제출 서류 목록

전형명 제출 서류

모든 전형 공통

·학생부 온라인 비동의자/비대상교 :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 동의자 미제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대상자 : 14년 2월 졸업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온라인 제공 대상자가 아닌 학생 및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부 사본 제출 필수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각 1부[온라인 비동의자는 우편 제출]
(온라인제공자료는 2015년 제1회 ~ 2020년 제1회 합격 및 성적증명자료 / 해당기간 아닌 자 우편제출)

학생부
교과전형

농어촌
학생전형

·농어촌 지역소재 중·고교 6년 전 과정 이수자 
 - 지원자 본인, 친부, 친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총 3부)
   (※ 중/고교 6년 재학 중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지원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경우에 한함)
 -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 부모 중 1인의 사망의 경우 : 사망확인서류 1부
·농어촌 지역소재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 이수자 
 -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

급여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우선돌봄차상위가구학생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자 표기) 1부

실기
위주 
전형

특기자전형

창업특기자전형

·특기실적 증빙자료 인정 기준
 - 어학성적, 자격증 등은 유효기간내(2020.9.23.기준) 실적 자료
 - 수시 원서접수(2020.9.23.) 이전에 취득한 실적 자료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성적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아포스티유, 공사확인, 번역공증 등 증빙서류 준비 철저

※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
 -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검정고시 대학입학전형자료는 5년간의 대상기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시전형의 경우, 당해 연도 2회차 합격

자의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음)
★ 서류제출(확인) 관련 개별 전화나 문자 통보 없음 /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일단위로 제출현황 게시 예정



28
             2021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1. 학년별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 공통반영 100% (3학년 1학기까지) 

2. 학생부 반영 과목

전형유형 전형별 반영 과목

전 모집단위

[의학과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제외]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교과별 최고 1개 과목
 [학년별 4개(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별 1개 과목) 과목 총 12개 과목 반영]

의학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
· 과학교과 중 학년/학기 구분 없이 최고 8개 과목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 전 교과 반영(예체능 및 재량과목 제외)

검정고시출신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국사) 과목 반영

3. 점수 산출 지표 

구 분 산출지표 산출방법

2008년 2월 이후 [과목별 등급] ∑(반영과목등급×반영과목이수단위) ÷ ∑(반영과목이수단위)
※ 반영 과목 총 이수단위가 36미만(의학과는 80미만)일 경우 

등급 변환  점수에 0.97을 곱함

※ 성적산출시 등급이 높은 과목이 우선 반영되며 이수단위 

총합이 36단위(의학과는 80단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음

1. 의학과는 과학교과 중 반영 과목이 8개 미만일지라도 

이수단위 80이상인자는 제외
2.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및 의학과를 제외한 모집전형 또는 

모집단위는 총 반영과목이 12개 미만일지라도 이수단위 

36이상인자는 제외

2007년 2월 이전
(과목별 석차, 재적수가 

없을 경우)

[과목별 평어]
수: 1.5등급, 우: 3.5등급, 
미: 5.5등급, 양: 7.5등급, 

   가: 9등급

2007년 2월 이전
(과목별 석차, 재적수가 

있을 경우)
[석차, 재적수]

특성화고교
졸업자

[과목별 표준편차, 
원점수, 과목평균]

【평균백분위 = ∑(반영과목 백분위× 반영과목 이수단위) 
                 / ∑(반영과목 이수단위)】

 ※ 표준점수 및 백분위 산출 방법
 【표준점수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백분위 = 표준정규분포 값 × 100】

검정고시출신자

[과목별등급]

∑(과목별등급) ÷ ∑(과목 수)

※ 등급 변환 점수에 0.97를 곱함

99이상: 1등급 96이상: 2등급
92이상: 3등급 87이상: 4등급
81이상: 5등급 76이상: 6등급
72이상: 7등급 69이상: 8등급
68이하: 9등급

4. 석차 등급 변환점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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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점수
(100점 만점 기준)

100 98 96 94 92 90 88 86 84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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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 방법 : 1개 면접실 기준 2~3명의 면접위원이 수험생 1~3명을 면접함

  (일반적으로 면접실은 1개실로 운영하며, 학과에 따라 다수 면접실을 운영할 수 있음)

2. 면접 시간 및 장소

 가. 각 모집단위별 면접대상인원에 따라 오전, 오후로 진행

 나.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면접 평가 요소

평가 요소 인성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전 모집단위

(의학과 제외)
30% 40% 30%

의학과
면접은 1개의 면접실에서 이루어지나 의학과 및 일부 학(부)과는 

면접인원 및 평가 방식에 따라 다수의 면접실을 운영할 수 있음

4. 면접 문항 및 방식 안내사항

 가. 본교 면접 문항은 선행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를 준수함 

 나. 전공적합성 문항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및 기타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 중 고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할 수 있음

     ※ 학과의 면접 의도 및 취지에 따라 전공에 관한 관심도, 역량 확인을 위한 전공 관련 시

사, 일반상식 등 고교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을 출제할 수 있음 

 다. 인성 문항은 고교교육과정, 학교생활 동안에 사례, 기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질문

으로 출제할 수 있음

 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면접관 2-3인(1개 면접실기준), 수험생 1인이 참여하는 다대일 면접을 

실시할 예정임

 마. 의학과의 경우 면접준비실에서 면접 준비자료 탐독 및 답변 준비 후 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 

인성+발전가능성을 종합평가하는 다수의 면접실을 운영할 계획임

     ※ 의학과를 제외한 모집단위에서도 면접인원 및 상황에 따라 유사한 면접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바. 면접 기출문제 및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입시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함 [홈페이지 : https://ipsi.konyang.ac.kr]  

 면접고사 안내

https://ipsi.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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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원칙

1. 각 모집단위별 지원자 중에서 입학성적순(총점기준)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

2. 가산점이 부여되는 전형의 학(부)과인 경우 가산점을 포함한 총점이 전형총점을 초과하더라도 

절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입학사정(최초 및 추가) 결과 합격선의 동점자는 아래 동점자 처리원칙으로 처리함

4. 입학전형의 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합격자라 하더라도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5. 면접고사 및 전공실기고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 처리함

6. 수시전형의 지원미달 및 미충원 인원은 정시전형에서 충원함

7. 지원 자격 미달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함

■ 동점자 처리원칙

※ 학생부종합전형은 별도로 정하며, 면접 미시행 전형 및 학과는 5순위부터 적용

순위

일반학생전형[교과/최저]

지역인재전형[교과/최저]

기타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전형[실기]
특기자전형

창업특기자전형
군사학전형

1 면접고사 성적 전공실기 성적 면접고사 성적 체력검정 점수

2 면접고사 발전가능성 성적 3학년 평균등급 성적 면접고사 발전가능성 성적 면접고사 성적

3 면접고사 전공적합성 성적 2학년 평균등급 성적 면접고사 전공적합성 성적 3학년 평균등급 성적

4 면접고사 인성 성적 1학년 평균등급 성적 면접고사 인성 성적 2학년 평균등급 성적

5 3학년 평균등급 성적 영어교과 성적 평균등급 특기실적 점수 1학년 평균등급 성적

6 2학년 평균등급 성적 수학교과 성적 평균등급 영어교과 성적 평균등급 

7 1학년 평균등급 성적 국어교과 성적 평균등급 수학교과 성적 평균등급 

8 영어교과 성적 평균등급 탐구교과 성적 평균등급 국어교과 성적 평균등급 

9 수학교과 성적 평균등급 탐구교과 성적 평균등급 

10 국어교과 성적 평균등급 

11 탐구교과 성적 평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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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전형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관련사항 안내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 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 본교 수시 모집은 복수지원이 가능함(세부사항 반드시 2p참조) 

    (단, 동일전형 내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 의학과는 1개 전형만 지원 가능)

 나.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2. 이중등록 금지

 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3.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전국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하고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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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1. 본교 수시 모집은 복수지원이 가능함(세부사항 2p참조)

   (단, 동일전형 내에서는 중복 지원 불가 / 의학과는 1개 전형만 지원 가능)

 2. 접수된 원서의 수정 및 취소는 불가함(단, 원서접수 결제 이전에는 수정 가능)

 3.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4. 수시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지원미달 및 미등록으로 인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하며, 

정시모집인원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

 5.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 후라도 취소 조치 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si.konyang.ac.kr)를 통

해 확인 가능 (단, 충원합격자는 우리대학교 학부(과) 사무실에서 개별 통보)

 7. 입학사정 점수 및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8.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 입시전형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9.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시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10. 군사학전형의 경우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육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1.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2. 등록 포기 및 등록금(예치금) 환불 절차

  가.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입생 통합정보검색 접속 → 성명, 수험번호 기재 및 로그인 →  좌측 하

단 환불신청 클릭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및 저장 → 신청상태 확인 → 입학처 승인처리”

  나. 환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다. 등록금(예치금) 환불은 신청 후 하루 정도 소요됨(단, 금요일 및 주말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처리)

  라. 등록금(예치금) 환불은 환불신청 1일 후 통장으로 입금(단, 주말에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등록포기자의 등록금 전액 환불은 2021.2.28(금) 17:00까지이며, 이후 등록 포기자는 본교 학칙에 의거 

환불됨   

http://ipsi.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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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안내

1. 원서접수비 및 수수료

 
 가. 복수지원에 대한 원서접수비 감면은 없음 

 나. 원서접수비에 면접고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면접(실기)고사비

 가. 면접(실기)고사비는 원서접수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면접(실기)응시자에 한해 당일 납부

    - 면접(실기)고사비 : 실기위주전형 10,000원, 의학과/학생부종합전형 20,000원

 
3.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나. 원서접수비에 면접고사비를 포함하지 않아 응시자에 한해 면접고사비를 납부하므로 1단계 불합격자

에게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예정

※ 납입한 전형료는 대입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전형구분 전형명 원서접수비 (수수료 5,000원 포함)

학생부

교과전형

일반학생전형[교과]

35,000원

지역인재전형[교과]
(의학과 제외)

농어촌학생전형
(의학과 제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군사학전형
105,000원

(1단계 불합격자 및 2차 평가 미응시자 70,000원 환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5,000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의학과

일반학생전형[최저]

55,000원
(원서접수시 35,000원 / 1단계 합격자 2단계 20,000원 추가 납부)

지역인재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교과]

농어촌학생전형[최저]

실기/실적

위주전형

특기자전형 45,000원
(원서접수시 35,000원 / 1단계 합격자 2단계 10,000원 추가 납부)창업특기자전형

일반학생전형[실기]
45,000원

(원서접수시 35,000원 / 실기고사 참여자에 한하여 10,000원 추가 납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

65,000원
(원서접수시 45,000원 / 1단계 합격자 2단계 20,000원 추가 납부)



34
             2021학년도 수시전형 모집요강

 
 1. 재학 중 복수전공 및 전과 가능합니다.

  (단, 의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군사학과 제외)

 2.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는 졸업과 동시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3. 자격 충족 시 재학 중 중국, 일본 대학에서 2+2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학생은 입학 후 R․O․T․C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대전, 계룡, 공주, 부여, 논산 지역은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천안, 청주, 홍성, 서산, 태안은 일정액을 대학에서 지원)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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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안내

1. 교내 장학금
 가. 신입학 장학금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제외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기간

전체수석 등록금전액 단과대학 수석합격자 중 최상위자
졸업시까지

(15학점 취득,
3.50이상 유지)

단과대학 수석 등록금전액 단과대학 수석 합격자
졸업시까지

(15학점 취득,
3.50이상 유지)

단과대학 차석 등록금전액 단과대학 차석 합격자
2년

(15학점 취득,
3.50이상 유지)

학(부)과 수석 등록금전액 학(부)과 수석 합격자(수시, 정시)
1년

(15학점 취득,
3.50이상 유지)

건양엘리트 등록금전액

수능 일정점수이상자 중 영어영역등급기준을 충족하는자

구분 수능 2영역 합 영어 영역
일반학과 165점이상 2등급 이상

의과학대학 175점 이상 2등급 이상
간호학과 185점 이상 1등급
의학과 198점 이상 1등급

※ 수능합산점수와 영어영역등급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함 (단, 수능모집단위별 입학적용기준에 의함)

졸업시까지

최초합격자 일정액 수시 및 정시 전형 최초합격자 1학기

자매고교출신 일정액 자매결연 고등학교 졸업 후 신입학자 1학기

 ※ 전체수석, 단과대학수석/차석, 학과 수석, 건양엘리트 장학 대상자는 재학 중 최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3.5이상을 
유지하여야만 장학금 지급(4학년은 최소 6학점 이상)

 나. 성적우수 장학금(재학생)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기간

건양최우수인재 등록금 전액

학년별 학업성적 및 인성이 가장 우수한 자
(단, 아래요건 모두 충족) 15학점이상 수강신청 및 취득
  ※ 특별학점 및 비정규교과, 사회봉사는 제외
-10시간이상 사회봉사 충족
-평점평균 3.50이상
  ※ 보류학점(Incomplete) 있는자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학기
(3.50이상)

건양우수인재 등록금 50%

학년별 학업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
(단, 아래요건 모두 충족)
-15학점이상 수강신청 및 취득
  ※ 특별학점 및 비정규교과, 사회봉사는 제외
-10시간이상 사회봉사 충족
-평점평균 3.50이상
  ※ 보류학점(Incomplete) 있는자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학기
(3.50이상)

성적진보

1.00이상 30만원
1.50이상 50만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0 이상인 학생 중 일정성적 진보된 자 해당학기
(성적장학생

은 제외)30만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중(단, 1.00이상)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이수 후
3.50이상 취득한 자

외국인특별 등록금 30% ~ 100% 외국인유학생 중 직전학기 일정성적 이상자 전원 해당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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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반 장학금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기간

동반

기초생활수급권자
-2.75이상 등록금전액(국가장학 유형I,II우선지급)

-2.50~2.74 일정액
소득분위 1~3분위자

-2.50이상 일정액

국가장학금 신청학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1~3분위 자

해당학기

신문고 별도로 정함 면학의지는 투철하나 가계가 곤란한 자 해당학기

장애학생 우수

장애학생(본인)
1급-2급 50만원(직전 2.00이상)
3급-4급 50만원(직전 2.50이상)
5급-6급 20만원(직전 3.00이상)
비장애학생(부모 또는 배우자)
1-3급 30만원(직전 3.00이상)

장애학생(본인) 또는 비장애학생(부모 또는 
배우자 장애)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해당학기

국가보훈자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손)자녀로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졸업시까지

 

 라. 복지 장학금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기간

근로 별도로 정함 교내 행정부서 및 실험·실습실에 배치되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해당학기

봉사 일정액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 등 지정하는 부서에서 
봉사하는 학생
※ 해당학기 활동사항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해당학기

공로

등록금 전액
사법, 행정, 외무, 공인회계사, 군법무관, 기술고등고시 및 이에 
준하는 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졸업시까지

등록금 70%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및 이에 준하는 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졸업시까지

등록금 70% 국가에서 시행하는(7급 이상)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해당학기

일정액

전국규모 이상의 국가공인단체(국가기관 또는 사단법인)에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주관하는 전공관련 공모전 및 논문, 예·체능분야
대회의 3위이내 입상 또는 문예지 등단 등 학교명예를 빛낸 공로
가 인정된 자
※ 재학중 전공관련 논문 게재시

구분 국제학술지
(SCI(E), SCOPUS급)

등재후보지 이상

제1저자 100만원이내 50만원이내
공동 연구자 1/N 1/N

해당학기

가족

직전학기 평점평균 
2.50~3.49 : 25만원 족(2촌이내) 2인 이상이 재적인 경우

단, 2인중 1인이 휴학(질병휴학제외)일 경우
신청에 제한을 둠.

해당학기
직전학기 평점평균 
3.50 이상 : 30만원

교직원복지 등록급전액
(입학금 포함)

본교 및 대학병원 교직원 본인/배우자/자녀
(보건의료계열 특별과정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0~50% 지급)

졸업시까지
(2.50이상)

건양가족
한아름 일정액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면학의지가 투철한 학생 중 교직원의 추천
을 받은 학생

해당학기

H4C 일정액
(포인트적립)

인성, 외국어, 자격증, 창의력 등의 분야에서 추천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해당학기



마. 기타 장학금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기간

국제파견학생 등록금 60% 자매결연 체결된 해외대학에 유학하는 자
교환 및 
파견기간

건양고출신(건양대상) 등록금 70%
(입학금 포함) 건양고에서 건양대상을 수상하고 본교에 신입학 한 자 졸업시까지

건양고출신
(건양대학교총장상)

등록금 70%
(입학금 포함) 건양고에서 건양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고 본교에 신입학 한 자 졸업시까지

건양고출신(계열별10%) 등록금 30%
(입학금 포함) 건양고 계열별 10%이내 학생으로 본교에 신입학 한 자 1학기

건양고출신(일반) 일정액 건양고 출신 학생으로 본교에 신입학 한 자 1학기

자매전문대학 출신 일정액 자매전문대학 출신 학생으로 본교에 편입학한 자 1학기

자매 협력기관 등록금 30%
(입학금 제외) 자매협력기관 재직자로 본교에 편입한 자

2년간
(3.0이상 
유지시)

본교출신 편입학 일정액 본교를 졸업한 자가 본교에 편입한 자 1학기

특별편입학 일정액 본교에 특별편입 하는 자 1학기

특별 일정액 인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해당학기

2. 교외 장학금
 가. 국가 장학금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기간

국가장학 유형I
소득분위에 
따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8분위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2.75이상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당시에는 성적 미적용)

해당학기

국가장학 유형II 일정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8분위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2.75이상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당시에는 성적 미적용)

해당학기

국가장학(인문사회계열) 등록금 전액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으로 해당계열 수능성적 우수자 및 내신성적 

우수자(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적용)
졸업시까지

국가장학(이공계열) 등록금 전액
이공계열 신입생으로 해당계열 수능성적 우수자 및 내신성적 

우수자(한국장학재단 선발기준 적용)
졸업시까지

국가근로 일정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8분위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1.88이상자
해당학기

국가보훈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이상자

(보훈청 해당 증빙서류 발급대상자)
졸업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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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외재단 장학금

장학종별 지급내용 자격기준 지급학기

경방육영회 1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경방육영회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계룡장학회 1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논산에 적을 두고 있는 자 년 1회(2학기)

계룡장학재단 3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주소지가 대전에 
적을 두고 있는 자 년 2회(1학기)

고촌재단 등록금 전액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의학과 본과 3학년 이상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B+이상인 자

매학기
(졸업시 까지)

덕천장학회 1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논산에 적을 두고 있는자 년 1회(2학기)

기쁜우리 복지관 5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애인 학생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 학생으로 기쁜 우리복지관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단 결정

논산시장학회 2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논산에 적을 두고 있는 자 년 1회(1학기)

논산장학회 15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논산에 적을 두고 있는자 년 1회(1학기)

농촌희망재단 1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농·어업인(3년 이
상 종사자)의 자녀 매학기

덕지기업
기부업체에서 

결정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덕지기업 선발기
준을 충족하는 자 기부업체에서 

결정
리브티크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리브티크 선발기

준을 충족하는 자

서산장학재단 1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서산장학재단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년 1회(1학기)

서송재단 2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서송재단 선발기
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아산사회복지재단 등록금 전액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졸업시 까지)

영임장학회 등록금 전액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영임장학회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졸업시 까지)

유금회장학회 2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유금장학회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의용소방대원자녀
기부기관에서 

결정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자녀로 해당
소방서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부기관에서 
결정

정원장학회 5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매월

중앙엑스포트
기부기관에서 

결정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중앙엑스포트 선
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기부기관에서 
결정

지도자육성재단
등록금 전액 
+ 교재비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3.50 이상이며 지도자 육성재단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졸업시 까지)

충청남도장학회 20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2학년 학생으로 부모의 주
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청남도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직전학년 성적이 
4.00 이상인 자

년 2회(1학기)

한국야쿠르트 50만원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식품생명공학과 학생으로 
한국야쿠르트 선발기준을 충족 하는 자 년 1회(1학기)

한국과학재단 등록금 전액 가정형편이 곤란한 이공계학생으로 한국과학재단 선발기준을 충족
하는 자

매학기
(졸업시 까지)

KT 일정액 가정형편이 곤란하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IT계열 학과 3학년 학생으
로 KT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졸업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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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안내

 1. 입사 자격 및 신청 방법

  가. 입사 자격 : 신입생 희망자의 경우 우선 선발

나. 신청 방법 : 기숙사 홈페이지(https://insung.konyang.ac.kr)

 2. 기숙사 현황 : 8개 학사 2,782명 수용

 

캠퍼스 학사 대상 호실형태 호실 수 수용 가능인원 규모

대전
메디컬
캠퍼스

담곡학사 남 2인실 178실 356명 지하1층~지상15층

청림학사 여 2인실/3인실 232실 471명 지하1층~지상15층

간호대학 기숙사 여 2인실/3인실 195실 499명 지상7층~지상15층

논산
창의융합
캠퍼스

봉소학사 남 2인실/4인실 109실 392명 지하1층~지상5층

선행화학사 남/여 2인실 157실 314명 지하1층~지상11층

현암학사 여 2인실 134실 268명 지하1층~지상5층

반야학사 남 1인실/2인실 65실 126명 지하1층~지상4층

구연학사 여 4인실 95실 356명 지하1층~지상5층

  - 2019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3. 편의 시설 

  가. 학사 내 : 헬스장, 열람실, 인터넷카페, 휴게실, 편의점(일부 학사), 공용세탁실, 공용냉장고 등

  나. 호실 내 : 개인 침대, 책상, 수납장, 신발장, 인터넷 무료, 공유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홈페이지 참고(https://insung.konyang.ac.kr)

 4. 기숙사 문의  

  가. 대전 메디컬캠퍼스 : 042-600-1643,1645 

  나.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 041-730-5169,5170

https://insung.konyang.ac.kr
https://insung.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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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현황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금 수업료
의과대학 의학과 252,000 4,770,000 

간호대학 간호학과 252,000 3,470,000 

의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252,000 3,470,000 

병원경영학과 252,000 2,855,000 

안경광학과 252,000 3,470,000 

임상병리학과 252,000 3,470,000 

방사선학과 252,000 3,470,000 

치위생학과 252,000 3,470,000 

물리치료학과 252,000 3,470,000 

응급구조학과 252,000 3,470,000 

의료공과대학

의공학부 252,000 3,620,000 

의료IT공학과 252,000 3,620,000 

의료공간디자인학과 252,000 3,620,000 

제약생명공학과 252,000 3,620,000 

의료신소재학과 252,000 3,620,000 

PRIME
창의융합대학

글로벌프론티어학과 252,000 3,345,000

융합디자인학과 252,000 3,345,000

임상의약학과 252,000 3,620,000

의약바이오학과 252,000 3,620,000

글로벌의료뷰티학과 252,000 3,620,000

기업소프트웨어학부 252,000 3,620,000

재난안전소방학과 252,000 3,620,000

사이버보안공학과 252,000 3,620,000

융합기계공학과 252,000 3,620,000

융합IT학과 252,000 3,620,000

재활복지교육대학

심리상담치료학과 252,000 2,855,000 

아동보육학과 252,000 2,855,000 

유아교육과 252,000 2,984,000 

초등특수교육과 252,000 2,984,000 

중등특수교육과 252,000 2,984,000 

사회복지학과 252,000 2,855,000 

디지털콘텐츠전공 252,000 2,855,000

시각디자인전공 252,000 2,855,000

스포츠의학과 252,000 3,340,000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252,000 3,340,000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252,000 2,855,000 

마케팅비즈니스학과 252,000 2,855,000 

글로벌호텔관광학과 252,000 2,855,000 

금융학과 252,000 2,855,000 

세무학과 252,000 2,855,000 

군사경찰대학
국방경찰행정학부 252,000 2,855,000 

군사학과 252,000 3,000,000 

※ 2020학년도 기준 등록금이며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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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 년 도  건 양 대 학 교  2020학 년 도  건 양 대 학 교  입시결과입시결과
■ 캠퍼스별 모집단위 현황

대전 메디컬캠퍼스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단과대학 모집단위 단과대학 모집단위

의과대학 의학과

PRIME
창의융합대학

글로벌프론티어학과

융합디자인학과간호대학 간호학과

임상의약학과

의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의약바이오학과병원경영학과

안경광학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임상병리학과 기업소프트웨어학부
방사선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치위생학과

사이버보안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융합기계공학과
응급구조학과

융합IT학과

의료공과대학

의공학부

재활복지
교육대학

심리상담치료학과의료IT공학과

아동보육학과의료공간디자인학과

유아교육과제약생명공학과

의료신소재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디지털콘텐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스포츠의학과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비즈니스학과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금융학과

세무학과

군사경찰대학

국방경찰행정학부

군사학과(남)

군사학과(여)



 수시전형 입시 결과 

1  2020학년도 수시 전형방법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수시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전형[교과] 787
  학생부 교과 100%

지역인재전형[교과] 164

의
학
과

일반학생전형[최저] 14

수능최저

학력기준 적용

·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 2단계 : 1단계 80%+면접 20%

 ▸면접대상자 선발

  - 일반학생[최저] / 지역인재[최저] : 3배수

  - 지역인재[면접] / 농어촌학생전형 : 5배수

지역인재전형[최저] 15

농어촌학생전형 2

지역인재전형[면접] 5
수능최저

학력기준 미적용

군사학전형 30

· 1단계 : 학생부 교과 100% (4배수)

· 2단계 : 1단계 70%+체력검정 10%+면접 20%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정원외 전형 총 90
· 학생부 교과 100%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
종합

건양사람인(人)전형 368 · 1단계 : 학생부종합(교과/비교과) 100% (3배수) 

· 2단계 : 1단계 60%+면접 40%

 ※ 자기소개서 없음창업인재전형 8

실기
위주

글로벌인재전형(특기자전형) 47
· 1단계 : 특기실적 100% (4배수)

· 2단계 : 1단계 60%+면접 40%

일반학생전형[실기] 30 · 학생부 교과 40%+전공실기 60%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가. 학년별 반영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 공통반영 100% (3학년 1학기까지)  

 나. 반영 교과 및 점수 산출 지표

구 분 전형별 반영 과목 점수 산출 지표

의학과
·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이수한 전 과목
· 과학교과 중 학년/학기 구분 없이 최고 8개 과목

∑(과목별등급×과목별이수단위) ÷ ∑(과목별이수단위)

※ 반영 과목 총 이수단위가 36미만(의학과는 80미만)일 경

우 등급 변환  점수에 0.97을 곱함

※ 성적산출시 등급이 높은 과목이 우선 반영되며 이수단위 

총합이 36단위(의학과는 80단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

도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음

1. 의학과는 과학교과 중 반영 과목이 8개 미만일지라도 이

수단위 80이상인자는 제외

2.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및 의학과를 제외한 모집전형 또는 

모집단위는 총 반영과목이 12개 미만일지라도 이수단위 

36이상인자는 제외

전 모집단위

[의학과 제외]

·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 중 
  교과별 최고 1개 과목
 [학년별 4개(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별 1개 과목) 과목 총 12개 과목 반영]

 

 다. 석차등급 변환점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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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점수
(100점 만점 기준)

100 98 96 94 92 90 88 86 84



- 44 -

3  [학생부교과전형] 입시결과

가. 일반학생전형[교과]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
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간호학과 71 647 64 9.1 1.15 1.97 2.21 2.27 208

작업치료학과 22 292 21 13.3 2.33 3.26 3.69 3.73 55

병원경영학과 15 236 15 15.7 2.47 3.38 3.79 3.79 42

안경광학과 20 111 19 5.6 2.21 3.75 4.44 4.55 50

임상병리학과 18 190 17 10.6 1.79 2.87 3.16 3.21 52

방사선학과 23 271 22 11.8 2.53 3.00 3.30 3.40 60

치위생학과 28 247 26 8.8 2.55 3.00 3.33 3.38 101

물리치료학과 22 236 21 10.7 1.76 2.40 2.59 2.65 56

응급구조학과 19 233 17 12.3 1.91 2.94 3.30 3.33 64

의공학부 28 86 27 3.1 3.27 4.41 5.11 5.31 46

의료IT공학과 20 105 18 5.3 3.08 4.01 4.44 4.48 62

의료공간디자인학과 15 67 15 4.5 3.06 4.38 4.83 4.88 33

제약생명공학과 33 176 33 5.3 2.64 3.26 3.51 3.57 62

의료신소재학과 13 42 13 3.2 2.85 4.27 5.33 5.48 22

글로벌프론티어학과 10 25 9 2.5 3.17 5.24 6.33 6.43 9

융합디자인학과 12 53 11 4.4 2.17 4.68 5.76 6.65 37

임상의약학과 10 35 8 3.5 2.90 3.67 4.48 4.59 12

의약바이오학과 20 73 15 3.7 3.48 4.53 5.09 6.57 53

글로벌의료뷰티학과 8 101 8 12.6 3.02 3.49 4.56 4.57 29

기업소프트웨어학부 25 71 17 2.8 3.36 5.36 6.20 8.45 46

재난안전소방학과 22 212 21 9.6 3.16 4.31 4.67 4.91 111

사이버보안공학과 25 120 24 4.8 3.50 4.87 5.62 6.26 88

융합기계공학과 35 247 30 7.1 3.96 4.93 5.43 5.65 186

융합IT학과 26 99 14 3.8 4.38 5.30 6.44 6.59 73

심리상담치료학과 20 156 20 7.8 2.49 3.35 3.59 3.79 58

아동보육학과 12 112 12 9.3 3.44 4.69 5.27 5.29 54

유아교육과 12 137 12 11.4 3.20 3.58 3.83 3.85 57

초등특수교육과 15 56 14 3.7 3.08 3.85 4.71 4.88 40

중등특수교육과 13 48 12 3.7 2.38 4.06 5.37 6.00 32

사회복지학과 20 226 19 11.3 3.55 4.17 4.59 4.70 88

디지털콘텐츠전공 15 194 14 12.9 4.19 4.99 5.50 5.52 88

시각디자인전공 15 157 15 10.5 2.47 4.08 4.75 4.77 33

스포츠의학과 20 98 19 4.9 2.50 3.46 3.90 4.02 52

글로벌경영학과 20 106 18 5.3 3.73 5.01 5.98 6.71 86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2 104 11 8.7 3.61 4.71 5.15 5.25 31

글로벌호텔관광학과 10 135 10 13.5 4.54 4.80 4.91 4.92 77

금융학과 10 49 9 4.9 2.96 4.70 5.66 5.69 21

세무학과 15 97 14 6.5 4.08 5.66 6.39 6.46 71

국방경찰행정학부 38 202 36 5.3 2.89 3.75 4.07 4.3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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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학과

전형명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일반학생전형[최저] 14 547 9 39.1 1.26 1.38 1.45 1.45 15

지역인재전형[최저] 15 274 14 18.3 1.04 1.28 1.40 1.40 22

지역인재전형[면접] 5 72 5 14.4 1.00 1.04 1.11 1.12 5

농어촌학생전형 2 39 2 19.5 1.31 1.73 2.14 2.14 3
 

다. 군사학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군사학과(남) 25 165 25 6.6 3.94 4.41 4.70 3

군사학과(여) 5 34 5 6.8 3.35 3.85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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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인재전형[교과]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간호학과 50 219 48 4.4 1.58 2.09 2.30 2.36 63

병원경영학과 12 137 12 11.4 2.90 3.48 3.74 3.77 21

임상병리학과 16 125 16 7.8 2.88 3.16 3.32 3.36 28

의공학부 6 42 6 7.0 2.46 3.69 4.26 4.28 9

의료IT공학과 10 77 10 7.7 2.08 3.97 4.36 4.38 25

의료공간디자인학과 10 58 10 5.8 3.90 4.35 4.80 4.88 17

글로벌의료뷰티학과 8 57 7 7.1 4.00 4.35 4.84 4.96 17

사이버보안공학과 5 23 5 4.6 4.00 4.64 5.41 5.42 9

심리상담치료학과 7 42 7 6.0 3.06 3.52 3.79 3.82 10

아동보육학과 13 99 13 7.6 4.08 4.99 5.46 5.68 60

사회복지학과 7 62 7 8.9 4.21 4.75 5.15 5.16 36

디지털콘텐츠전공 5 30 4 6.0 4.65 5.08 5.42 5.42 6

세무학과 8 24 8 3.0 3.76 4.88 5.70 5.87 11

국방경찰행정학부 7 39 7 5.6 3.08 3.86 4.43 4.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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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어촌학생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간호학과 2 16 2 8.0 2.58 2.58 2.69 3

작업치료학과 2 16 2 8.0 4.50 4.55 4.55 2

병원경영학과 2 12 2 6.0 4.08 4.32 4.32 4

안경광학과 3 17 2 5.7 4.27 4.62 4.62 3

임상병리학과 2 10 2 5.0 3.17 3.35 3.35 1

방사선학과 2 17 2 8.5 3.38 3.65 3.65 1

치위생학과 2 14 2 7.0 2.50 2.58 2.58 6

응급구조학과 3 20 3 6.7 3.95 4.16 4.16 5

의료IT공학과 2 14 2 7.0 4.57 4.78 4.78 8

의료신소재학과 2 13 2 6.5 3.85 3.96 3.96 5

글로벌프론티어학과 2 4 - 2.0 2

임상의약학과 2 10 1 5.0 5.15 5.15 5.15 2

의약바이오학과 1 4 1 4.0 4.51 4.51 4.51 5

글로벌의료뷰티학과 1 6 1 6.0 4.47 4.47 4.47 -

기업소프트웨어학부 1 2 - 2.0 -

재난안전소방학과 2 15 1 7.5 4.96 4.96 4.96 8

사이버보안공학과 2 4 2 2.0 5.60 5.84 5.84 -

융합기계공학과 2 13 1 6.5 5.49 5.49 5.49 11

융합IT학과 2 5 - 2.5 2

심리상담치료학과 2 7 2 3.5 4.77 4.87 4.87 2

아동보육학과 2 7 2 3.5 5.32 5.35 5.35 1

유아교육과 2 13 2 6.5 3.94 4.04 4.04 2

초등특수교육과 1 4 1 4.0 2.94 2.94 2.94 -

중등특수교육과 1 6 1 6.0 4.59 4.59 4.59 3

사회복지학과 2 17 2 8.5 3.77 4.85 4.85 4

디지털콘텐츠전공 2 8 2 4.0 5.05 5.12 5.12 1

시각디자인전공 1 10 1 10.0 5.35 5.35 5.35 2

스포츠의학과 1 7 1 7.0 4.37 4.37 4.37 1

글로벌경영학과 2 4 - 2.0 1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 3 1 3.0 6.00 6.00 6.00 2

글로벌호텔관광학과 2 9 2 4.5 5.38 5.74 5.74 5

금융학과 2 5 1 2.5 6.98 6.98 6.98 2

세무학과 2 4 - 2.0 2

국방경찰행정학부 4 16 4 4.0 3.93 4.74 4.7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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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입시결과  

 가. 건양사람인(人)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간호학과 30 501 30 16.7 2.15 2.84 3.26 3.64 6

작업치료학과 10 82 10 8.2 3.65 4.58 5.49 5.78 7

병원경영학과 7 54 6 7.7 4.11 4.60 5.18 5.18 2

안경광학과 12 48 12 4.0 3.80 4.74 5.31 5.63 5

임상병리학과 8 82 8 10.3 3.06 3.72 4.21 4.35 3

방사선학과 12 84 11 7.0 4.02 4.57 5.33 5.48 5

치위생학과 10 117 10 11.7 2.90 3.79 4.20 4.34 3

물리치료학과 12 244 12 20.3 2.90 3.33 3.77 3.96 4

응급구조학과 15 185 15 12.3 3.36 3.98 4.67 4.98 7

의공학부 19 69 19 3.6 3.53 4.53 5.11 5.86 18

의료IT공학과 11 58 11 5.3 4.29 4.89 5.30 5.58 7

의료공간디자인학과 20 44 18 2.2 4.47 5.62 6.91 7.15 10

제약생명공학과 25 139 25 5.6 3.59 4.38 5.03 5.45 24

의료신소재학과 14 44 13 3.1 3.69 4.61 5.19 5.42 19

글로벌프론티어학과 5 15 4 3.0 4.69 5.94 6.70 6.70 6

임상의약학과 10 19 10 1.9 4.23 5.39 6.65 6.70 4

의약바이오학과 5 18 5 3.6 5.30 5.64 5.87 5.88 6

글로벌의료뷰티학과 7 54 7 7.7 4.94 5.83 7.38 7.57 4

기업소프트웨어학부 10 28 10 2.8 4.90 5.89 6.81 8.04 16

재난안전소방학과 8 41 8 5.1 4.57 5.43 5.86 5.88 10

사이버보안공학과 10 25 10 2.5 3.98 5.44 6.60 7.29 11

융합기계공학과 10 39 9 3.9 4.44 5.30 5.89 5.93 9

심리상담치료학과 8 80 8 10.0 2.37 4.23 5.57 6.11 6

아동보육학과 5 21 1 4.2 6.04 6.04 6.04 6.04 5

유아교육과 8 101 7 12.6 3.64 4.44 4.86 4.89 9

초등특수교육과 15 33 12 2.2 3.41 4.51 5.18 5.71 14

중등특수교육과 7 22 7 3.1 3.27 4.58 5.20 5.28 9

사회복지학과 8 47 8 5.9 3.91 5.66 6.88 6.90 12

디지털콘텐츠전공 5 27 4 5.4 4.12 5.09 5.67 5.67 4

시각디자인전공 5 14 5 2.8 4.85 5.27 7.07 7.27 1

스포츠의학과 10 74 10 7.4 3.30 4.35 4.99 5.04 9

글로벌경영학과 6 15 2 2.5 4.32 5.64 6.96 6.96 4

마케팅비즈니스학과 5 19 3 3.8 5.65 5.91 6.10 6.10 7

글로벌호텔관광학과 5 27 2 5.4 4.28 4.73 5.17 5.17 5

금융학과 4 6 4 1.5 4.25 6.57 8.15 8.15 1

세무학과 2 4 1 2.0 5.32 5.32 5.32 5.32 1

국방경찰행정학부 5 69 5 13.8 3.93 4.35 4.73 4.7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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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인재전형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제약생명공학과 2 8 2 4.0 3.98 4.29 4.59 4.59 1

글로벌의료뷰티학과 3 15 3 5.0 4.81 5.68 6.51 6.51 -

글로벌호텔관광학과 2 5 2 2.5 5.84 6.22 6.59 6.59 2

금융학과 1 2 1 2.0 6.48 6.48 6.48 6.48 1

 

 [실기/실적위주전형] 입시결과

 가. 일반학생전형[실기]

모집단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학생부 등급 실기평균(종목 당)
최종등록자 

후보순위최고 평균
85% 

커트
최저 최초 추가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30 415 30 13.8 4.39 5.75 6.66 7.71
2-3

(91.8/100)

2-4

(89.1/100)
31

 나. 글로벌인재전형[특기자]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등록인원 지원율
최종등록자

후보순위

글로벌프론티어학과 5 26 5 5.2 12

융합디자인학과 8 5 3 0.6 -

글로벌의료뷰티학과 14 111 14 7.9 16

융합IT학과 5 11 1 2.2 4

글로벌호텔관광학과 10 40 10 4.0 17

금융학과 5 5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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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정시전형 입시 결과 

2020학년도 정시 전형방법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군 모집인원 전형 방법

수능 
위주

일반학생전형[수능] 가/나/다 179 · 수능 100%

군사학전형 가 12
· 1단계 : 수능 100%
· 2단계 : 1단계 70%+체력검정 10%+면접 20%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수능성적 반영 방법

구분
반영 
영역 
수

수능 반영 영역
[반영지표 : 백분위]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전 모집단위 3
33.3%

가/나
33.3% 33.3%

사탐/과탐
(33.3%)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최고 3개 영역 합

의학과 4
20%

가
30% 20%

과탐
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평균) 4개 영역 합

군사학과 3
35.7%

가/나
35.7% 28.6%

-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합

· 수학(가) 반영 시 취득 백분위의 15% 가산점 부여 [※ 의학과 제외]

· 한국사는 필수 응시 과목 [※ 지원 자격]

· 탐구는 최고 1개 과목만 반영 가능함(2과목 모두를 반영할 수 없음) [※ 군사학과, 의학과는 제외]

 

※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변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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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집단위 100 98 96 94 92 90 88 86 84

군사학과 100 95 90 85 80 75 70 6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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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위주전형] 입시결과

 가. 일반학생전형[수능]

모집 

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수능백분위 300점 만점(의학과 400점)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
기존 이월 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가군

의학과 15 21 100 20 4.8 392.4 390.57 390.00 390.00 21

작업치료학과 8 9 54 9 6.0 269.00 255.22 249.00 249.00 6

병원경영학과 6 7 31 7 4.4 257.00 248.39 240.40 240.0 14

안경광학과 5 5 23 6 4.6 255.00 247.67 235.45 235.00 8

임상병리학과 13 14 71 13 5.1 267.70 262.10 258.51 258.0 11

방사선학과 5 7 49 7 7.0 282.00 269.87 266.00 266.00 3

치위생학과 7 9 50 9 5.6 258.00 252.11 248.00 246.00 19

물리치료학과 10 10 63 11 6.3 282.00 270.71 265.80 265.00 13

심리상담치료학과 10 10 29 9 2.9 256.00 245.89 231.50 231.00 5

유아교육과 - 1 2 1 2.0 244.00 244.00 244.00 244.00 -

국방경찰행정학부 5 7 25 7 3.6 261.00 246.00 233.60 232.00 5

나군

간호학과 20 26 105 27 4.0 294.00 280.43 277.00 276.00 15

응급구조학과 5 6 28 7 4.7 267.00 261.29 257.40 257.00 4

의공학부 7 8 36 8 4.5 259.10 251.51 246.35 246.00 4

의료IT공학과 4 6 24 6 4.0 258.00 245.75 239.11 239.00 7

의료공간디자인학과 5 7 19 7 2.7 255.00 238.43 228.20 228.00 6

제약생명공학과 5 5 23 5 4.6 271.00 254.89 246.95 247.00 4

의료신소재학과 3 4 20 4 5.0 250.00 244.71 242.00 242.00 3

글로벌프론티어학과 - 2 6 1 3.0 215.00 215.00 215.00 215.00 4

융합디자인학과 - 5 10 6 2.0 254.00 219.03 196.11 196.00 3

임상의약학과 - 1 6 1 6.0 242.45 242.45 242.45 242.45 -

의약바이오학과 5 10 35 10 3.5 255.00 240.92 235.00 235.00 11

기업소프트웨어학부 5 12 45 13 3.8 242.00 227.04 220.06 218.00 12

재난안전소방학과 - 1 8 1 8.0 233.00 233.00 233.00 233.00 2

사이버보안공학과 - 1 9 1 9.0 150.55 150.55 150.55 150.55 7

융합기계공학과 5 11 24 10 2.2 229.20 197.73 141.75 136.00 12

융합IT학과 - 15 42 15 2.8 230.00 218.80 207.31 204.00 15

아동보육학과 - 4 9 4 2.3 217.00 209.50 200.00 200.00 4

초등특수교육과 - 4 17 3 4.3 264.00 252.00 244.00 244.00 2

중등특수교육과 - 1 3 1 3.0 230.00 230.00 230.00 230.00 -

사회복지학과 - 6 33 6 5.5 265.00 232.83 218.00 218.00 9

디지털콘텐츠전공 - 2 16 3 8 216.00 206.67 200.00 200.00 9

다군

글로벌경영학과 5 11 35 10 3.2 239.00 205.80 171.65 171.00 20

마케팅비즈니스학과 3 6 21 5 3.5 238.00 223.60 207.00 207.00 11

글로벌호텔관광학과 3 6 33 6 5.5 229.00 220.83 212.05 212.00 6

금융학과 5 10 32 9 3.2 243.50 217.23 188.28 181.60 9

세무학과 10 12 35 12 2.9 245.00 215.17 189.55 181.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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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군사학전형

모집 

군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

인원

등록

인원
지원율

수능백분위 300점 만점(의학과 400점) 최종

등록자 

후보순위
기존 이월 최고 평균

85% 

커트라인
최저

가군 군사학과(남) 10 10 20 10 2.0 241.10 205.98 183.69 176.50 -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혁신대학

2021학년도 건양대학교

수시전형 모집요강

대전 메디컬캠퍼스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경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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